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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fabrics of Chima, Jeogori of the 20th century. It was based on 
Kyungwoon Museum relics, newspaper articles and photographs. This research focused on the 
transition process that has been organized into three stages. The first stage is from the opening 
of a port to the colonial period in Korea. By this time, the casual wear Hanbok was made with 
the traditional cotton and woolen textiles in addition to quite a lot of upscale clothing textiles. 
Stage two is from 1970s to the period after the liberation and Western Costumes represent the 
time of when the suit was mixed. At the time of the war, due to social and economic difficulties, 
convenience and practicality were emphasized rather than focusing on aesthetic characteristics. 
Third period is from the 1980s to the 1990s when the Hanbok was no longer considered a casu-
al wear. Instead, its high quality and elegance redefined it to be a formal wea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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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나라는 19세기 말 서양문물이 유입되기 시작

하면서부터 전통적인 이념과 가치관에 획기적인 변

화를 겪으면서 전통사회에서 점차 근․현대사회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격동 속에 복식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눈에 띠는 변모를 겪었으니

우리의 전통복식인 한복이 양복과 이중구조를 이루

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도 20세기 전반기까지는 한복

이 양복과 더불어 일상복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으

나, 1950년 6.25의 한국전쟁 이후 급속히 밀려오는

서양문물의 영향으로 한복은 일상복으로서의 역할을

서서히 빼앗기기 시작하였으며 1970년대에 들어서서

는 일상복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예복으로만

착용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우리 의생활이 서양식

으로 변해 가는 격동의 한 세기 동안에 한복의 치마

와 저고리는 비록 기본 구조가 바뀌지 않았으나 사

용한 옷감이나 깃, 고름, 소매통 등 부분적인 형태에

서 많은 변화를 보여 왔다.

지금까지의 근대이후 복식의 소재에 대한 선행연

구를 살펴보면, 김희정(金熹靖)1)은 1890년경부터

1920년 중반기까지 개화기에 사용된 직물과 용도에

대하여 연구 하였다. 신혜성(申惠盛)2)은 1950년에서

1990년의 단(緞)직물에 대하여 이은진3)은 1945년에

서 1999년까지의 한복용 소재에 대하여 연구하였으

며, 최근 조우현4)은 근대 여자한복 유물의 문양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그러나 근현대 100여년 동안

치마․저고리 소재만을 다룬 연구는 아직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근․현대에 해당하는 20세기 치

마․저고리 소재에 대한 기록과 유물을 비교분석하

였다. 문헌자료는 당시 신문이나 잡지의 기사내용 등

을 기본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유물자료는 경운박물

관 소장유물을 중심으로 지난 100년간의 치마와 저

고리 옷감사용에 대한 특징적인 변화를 명칭 위주로

정리하였다. 경운박물관 유물 기증자는 상류층이 대

부분이어서 당시의 고급직물이 많이 조사되었음을

미리 밝혀 둔다.

연구내용은 20세기를 3단계로 나누어 1기에서는

개항 무렵부터 일제강점기까지 한복이 일상복으로

착용되었던 시기의 특징과 치마저고리의 소재를 정

리하고, 2기에서는 해방이후부터 1979년까지 한복과

서양복이 혼용되었던 시기의 소재의 특징을 정리하

였으며 3기에서는 1980년에서 1999년까지의 한복이

일상복에서 자리를 빼앗기고 예복으로서 착용되었던

시기에 새롭게 변화된 치마와 저고리 소재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Ⅱ. 시대적 배경
1900년대의 개항분위기 속에서 서양복식과의 이중

구조의 혼란을 겪던 우리는 민족적 자각으로 인하여

한복착용에 대한 애착이 강해지면서 점차 한복을 편

리하게 개선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1930년대 세계

경제 공황으로 극심한 혼란에 빠져 일제의 자유 억

압으로 양복을 강제로 입게 되면서 교복을 양장으로

입도록 하였으나, 초기 일반 여성들은 한복을 주로

입었다. 1935년에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외국산 옷

감이 등장하였지만 이때까지는 특별한 유행이 없이

단순하고 수수한 것을 많이 착용하였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여 여자들은 ‘몸뻬’

라는 간편복을 벗어버리고 한복을 다시 찾는듯하였

으나 물밀듯 밀려오는 서양문화의 유입으로 한복보

다는 양장의 착용을 확대하는 결과가 되었다. 1945년

경 서울 여성들의 의복착용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18세에서 45세까지의 여성 1716명 중에서 한

복만 입은 사람은 24.5%, 양장만 입은 사람이 36.4%,

겸용이 40%였다고 하여5) 한복과 양장이 혼용되었음

을 보여주고 있다.

해방이후부터 1960년대까지의 기간은 한복과 서양

복이 혼용되었던 시기로서 당시 우리 사회는 전쟁으

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미군의 주

둔으로 서양문화가 확산되는 사회 분위기가 강하였

다. 따라서 서양복이 일반인에게 익숙해지고 우리의

전통 복식인 한복의 착용 동기도 미적 추구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하면서 동시에 서양복의 형태와 동조

화하는 경향도 보인다.

1950년대 초기까지만 해도 나라를 되찾은 기쁨으

로 일반국민의 다수가 민족의상인 한복을 일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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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하였다. 그러나 6.25 전쟁 후 서양문화의 도입과

함께 주부생활의 여성잡지가 창간되고 1956년 최초로

‘노라노 패션쇼’가 열리는 등 급변하는 사회분위기 속

에서 한국여성들의 양복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졌

으며, 양복 착용은 가속화되어 1950년대 후반에는 한

복과 양복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착용되는 상황이 되

었다.6) 당시 우리 사회는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

움을 겪고 있는데다 이처럼 양복이 확산되는 사회 분

위기가 가세하여 우리의 전통 복식인 한복의 착용 동

기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입을 수 있을까' 하는 미

적 추구보다는 편리함과 실용성을 중시하게 되었다.

따라서 보수층에서는 전통한복을 활동에 편리한 모습

으로 착용하였고, 일부 개혁 층에서는 서양복을 모방

한 개량한복 형태로 착용하기도하였다.

1960년대 초기까지는 5.16 군부 쿠데타로 인한 정

치적, 사회적 불안감으로 국민들은 의생활에 관심을

보일 여력이 없었다. 그러나 1963년 제 3공화국이 출

범되고 사회가 점차 안정됨에 따라 정부각료의 해외

순방이 잦아지고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각료회의 및

국제학술회의 등이 서울에서 개최되면서 우리나라는

아시아의 중요한 외교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따라

서 국제무대에서의 한복착용은 필수적이 되었고, 우

리나라의 한복이 세계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한복을 예복으로 멋지게 착용하

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었고 1960년대 중반 이후 한

복은 평상복뿐만 아니라 상류층에서의 예복화 유행

을 불러왔고 이로서 한복착용은 다시 활성화되었다.

한복의 예복화는 전 시기의 실용복 형태에서 벗어나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중요시하게 되었고 다양한 매

체를 통하여 일반인이 서구문물을 접하게 됨에 따라

한복에서도 서양스타일을 선호하게 되었다.

1960년대 후반기부터 결혼이나 명절 등을 위한 예

복으로 착용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하여 1970

년대에 절정을 이루었으며 결혼․명절은 물론 사은

회․일반연회․무대복 등의 파티복으로 각광을 받았

다. 그러한 이유는 이 시기는 제 4공화국의 출범으로

경제가 좋아지고 세계 각국과의 교류가 빈번해지면

서 영부인과 외교관 및 관료 부인들이 국제 모임에

서 한복을 많이 착용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세

계 미인대회에서 한복이 최우수 민속의복 상을 수상

한 것은 온 국민들이 전통한복의 아름다움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1980년대 역시 한복의 예복화는 가속화 되었다.

1970년대부터 대학의 의상학과에서 복식사 연구가

활발해진 영향으로 각 시대별 복식형태가 밝혀졌으

며, 이러한 연구 자료를 활용하여 고증한복이 강화되

었고 궁중복식이 응용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한복디

자인은 화려한 장식이 사라지고 점차 품위 있는 분

위기를 내도록 연구되었다. 또한 1980년 12월 1일부

터 실시된 칼라 텔레비젼의 방영은 패션계에 색채감

각의 변화를 가져다주었고, 생활전반에 색상이 중요

시 되면서 양복과 한복에 다양한 색채가 사용되었다.

특히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이 개최되

면서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전통 한복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어 한복을 위한 전문 맞춤집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한복디자이너도 등장하였다.

1990년대에는 조선시대의 분묘에서 출토된 복식이

많아짐에 따라 조선 중기의 복식이 새롭게 연구되었

다. 따라서 한복디자인은 더욱 복고풍을 띠며 고증에

의해 디자인된 한복이 강세를 이룬다. 이와 함께 도

시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자연으로 복귀하는 욕구가

강해지면서 천연염색에 의한 자연색 표현을 선호하여

비록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고급 디자이너샵을 중심으

로 천연염료에 의한 전통색 재현의 바람이 일기도 하

였다. 또한 삶의 질이 향상되어 연령, 장소, 용도에

적합하게 복식을 착용하는 경향이 생겨 한복의 종류

가 다양화 되었다. 활동을 필요로 할 때는 생활한복

이라는 이름의 개량한복이 활성화 되었으며 예복으로

격식을 차려 입을 때는 치마저고리 외에 두루마기나

당의까지도 갖추어 입는 경우가 많아졌다. 한복 제작

방식은 주단점, 맞춤점이 여전히 중심이 되었지만 디

자이너브랜드의 업체도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Ⅲ. 치마․저고리 소재의 변천
1. 1기 (1910-1949)
1908년 양반사회에서는 공단 치마에 대단저고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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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감
가격(1尺 기준) 저고리

소요량
비고

上品 中品 下品

국사 1원20전 1원10전 1원 3尺 -

숙고사 1원20전 1원10전 1원 3尺 -

순인 1원10전 1원 90전 3尺 순인/화순인

관사 80전 70전 60전 4尺 무문관사/유문관사

<표 1> 옷감 가격(1921년 봄)

입는 것이 호사였다고 한다. 1913년 조선총독부에서

편찬한 경성인천상공업조사(京城仁川商工業調査에
따르면 당시 서울에서 생산한 직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견직물의 종류에는 항라(亢羅), 사직(紗織), 모

본단(模本緞), 견주(絹紬)가 있고, 견과 면의 교직물

로 경사에는 실켓면사 위사에는 견사를 사용하여 익

조직으로 직조한 한양사(漢陽紗)라고 부르는 옷감과

호박단이 있다.

그 외에 통계연보(統計年報)에 기록된 1910-

1920년 사이에 한국에 수입한 직물들은 금건(金巾),

면주자(綿繻子), 와사단(瓦斯緞), 綿프란넬, 한냉사

(寒冷紗), 라사(羅紗), 모스린, 견사(絹紗), 견주자

(絹繻子), 견면제교직물(絹綿制交織物), 모면제교직

물(毛綿制交織物)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금건(金

巾)은 넓은 폭의 옥양목을 뜻하며, 면주자나 와사단

은 비단같이 광택이 나는 면직물이며, 면프란넬은 금

건을 모직의 프란넬 느낌으로 짠 것이고, 한냉사는

성글게 짠 얇은 면직물로 모두 일본산 면직물 종류

이다. 또한 라사는 포루투갈어 ‘rhaxa’에서 온 두꺼운

방모직물이며, 모슬린은 가늘고 부드러운 양모실을

평직으로 직조한 얇은 모직물이다.

이 시기에는 전통적인 견직물 이외에 면직물과 모

직물 종류도 상류층의 한복용 옷감으로 상당히 많이

소비되었다. 1920년대 무렵은 일본의 지배아래서 한

국 전통직물은 발전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또한 일

본에서는 중국 견직물을 몰아내기 위하여 1924년 중

국 수입직물에 사치관세를 부가하여 중국 견직물은

점차 감소하게 되었고 이 자리에 일본산 견직물로

대치하였다. 1929년에 발행된 조선면업사에 의하면
1923년부터 3차례에 걸쳐 새로운 일본 제품의 직물

들이 수입되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양단(洋緞),

호박단(琥珀緞)<그림 1>7), 법단(法緞), 하부다에(羽

二重)<그림 2>8), 부사견(富士絹), 축면(縮緬), 문벽

(紋壁), 왜사(倭紗), 파레스(バ-レス), 인견교직포의

직물명칭이 보인다.9)

이외에도 동아일보 기사10)에 여름철에 유행할 옷

감에 대한 정보가 간간히 보이는데 보통 저고리나

치마 한감에 들어가는 비용과 1尺의 가격을 기사화

하고 있다. 1921년 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당항라

(唐亢羅), 왜사(倭紗)같은 수입산 옷감을 사치품으로

즐겨 사용 했지만 점점 모시를 즐겨 입었는데 값이

비싸지 않고 입었을 때 보기에 좋았다고 한다. 실제

로 모시감으로 지은 치마가 4원 50전으로 다른 옷감

에 비해 가장 저렴했다. 같은 해인 1921년 동아일보

에는 봄철 유행 했던 견직물 가격과 저고리 소요량

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 <표 1>은 동아일보 기사를

토대로 이때 유행 한 옷감의 가격과 저고리 한감에

들어가는 옷감 소요량을 표로 정리 한 것으로 상품

(上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고리 한 벌을 만드는

데 국사와 숙고사가 1원 20전, 순인이 1원10전, 관사

가 80전이 들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경운박물관의 소장유물 중에서도 1920년대 저고리

가 숙고사, 순인, 관사로 제작된 저고리가 조사되었

다. 이렇듯 동아일보 기사에 실린 1921년 봄철 유행

옷감과 실제 유물로 남아있는 경운박물관의 1920년

대 저고리 소재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1925년에는 살빛이 드러나고 서늘하고 좋

은 당항라, 생관사, 생초가 많이 사용되었는데 특히

불란사, 혹은 아사라고 하는 ‘오간자’가 치마․저고리

감으로 갑자기 유행 하였다. 이는 구라파에 있는 서

서국(瑞西國, 스위스)에서 들어온 것으로 보통 옥색,

백색, 연분홍색이 있으며 모시와 같이 산뜻하고 가격

또한 저렴하여 겹으로 짓는 저고리 한감에 1원 30전

이 들었다고 한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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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호박단(琥珀緞)

- 근대 여자 저고리 변천 연구,

p. 56.

<그림 2> 하부다에(羽二重)

- 근대 여자 저고리 변천 연구,

p. 56.

<그림 3> 경도양단(京都洋緞)

- 해방이후의 한복용 소재에 관한

연구, p. 57.

<그림 4> 모본단(模本緞)

- 우리나라 전통무늬직물,

p. 183.

<그림 5> 항나(亢羅)

- 우리나라 전통무늬1 직물,

p. 179.

<그림 6> 인조견(人造絹)

- 근대 여자 저고리 변천 연구,

p. 57.

1910년부터 1920년대의 경운박물관 소장 저고리는

총 24점이 있는데 견직물이 20점, 마직물이 3점, 기

타 1점으로 구성되어있다. 그 중 1910년대 저고리는

명주 2점, 순인 1점, 인조견 1점이 조사되었으며,

1920년대 저고리로는 명주 2점, 관사 1점, 삼팔주 2

점, 순인 2점, 항라 2점, 은조사 3점, 자미사 1점, 숙

고사 2점, 진주사 1점, 생수 2점, 모시 2점, 삼베 1점

이 조사되었다.

이후 1930년대부터 저고리의 소재는 개인적인 경

제 사정에 따라 다르게 사용했는데 일반 서민층에서

는 광목, 옥양목, 무명, 모시, 베 등의 면직물 저고리

를 주로 입었으며 특별한 용도에만 명주 저고리를

착용하였다. 그러나 부유층에서는 여전히 수입옷감을

많이 입었는데 당시 일본의 지배하에 있었고 일본의

섬유산업이 팽창일로에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그림

3>12)과 같은 경도양단, 하부다에, 부사견, 왜사, 왜증

등의 일본 견직물로 만든 한복을 입었다. 그 중에도

왜사와 왜증은 일본에서 조선에 수출하려고 특별히

제조하였는데 왜사는 경위사에 생사를 사용하여 평

직으로 직조한 얇은 생견직물이다. 왜증은 가이끼(か

いき: 甲裵絹)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갑증(甲繒)이라

고도 하였다. 경위사 모두 세리신을 거의 완전하게

제거한 가는 실을 사용하여 밀도를 치밀하게 짠 것

으로 직물의 표면은 평평하고 매끄러우며 광택이 많

은 직물이다. 당시 일본에서 생산한 갑배견은 무지갑

배견(無地甲裵絹), 병갑배견(絣甲裵絹), 회갑배견(繪

甲裵絹)의 3종류가 있었는데 조선으로 수출하는 것

은 무지의 것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무지의 갑배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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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감
가격

비고
저고리 한감 두루마기 한감

펜시울 3원30전~7원70전 48원 두루마기, 치맛감에 좋음

프린트크레이프 - 9원~21원 고상한 빛깔 유행

슈판벨벳 3원60전~5원20전 - 사치하는 부인 애용

<표 2> 옷감가격(1935년 봄)

은 일본인 용도와는 다른 특유한 색상, 즉 조선인들

이 선호하였던 분홍색, 대홍색, 아황색, 품람색, 백색

등으로 특별이 조선인용으로 제조하여 수출하였다고

한다.13) 이들 일본 옷감 이외에 저고리감으로 유행하

였던 전통 견직물의 종류로는 <그림 4>14)와 같은 모

본단, 고단의 단직물과 <그림 5>15)와 같은 항라, 관

사, 자미사, 숙고사 생고사 등의 사직물이 있으며 여

름철용으로 당목, 옥양목, 모시, 베 등의 식물성 옷감

도 사용되었다.

1930년대는 특히 목재와 펄프를 원료로 하는 인견

직물의 선호가 늘었다. 그 이유는 염색성과 광택감이

견과 유사한데 가격은 견직물의 1/3도 못되기 때문

이다. 인조견(人造絹)은 1914년 경 프랑스에서 들어

왔으며 장식용으로 이용되는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

후 1925년 경 일본에 의해 실용화되기 시작하였으며

20년대 후반부터는 수요가 급속히 늘어났다.16) 주로

일본산 인조견을 사용하였으나 1932년 조선직물을

설립하여 일본에서 수입한 인견사로 <그림 6>17)과

같이 인조견을 생산하였고, 1936년에는 인조견 생산

공장이 서울지역에만 15개가 이르게 된다. 1937년 이

전에는 일본에서 수입한 인견사로 직조만 할 뿐이었

으나 함경북도 청진에 비스코스레이온 방적공장이

건설되어 1939년부터는 실 생산에서 직조까지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졌다. 1933년에서 1934년의 자료에

의하면 인조견이나 인조교직 옷감 소비는 순수 견직

물 소비의 1.5배 정도로 늘어났다.

또한 1935년에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외국산 옷

감이 등장하고 있다. 종류는 <표 2>와 같이 펜시울,

프린트 크레이프, 슈판 벨벳 등이 조사되었으며 직물

의 가격은 펜시울 저고리 한감이 3원 30전에서 7원

70전까지 했으며 두루마기 한감은 48원, 프린트 크레

이프 두루마기 한감은 9원에서 21원, 슈판벨벳 저고

리 한감이 3원 60전에서 5원 20전 정도 하였다. 무늬

는 단순한 것을 선호하였고 품질은 두터웁고 수수한

것이 유행하였고 빛깔은 청색(靑色)유행이 계속 되

고 자색(紫色)이 함께 유행 하였다.

1936년 이후에는 공단, 모본단, 각종 문단 등의 전

통적 단직물 이외에 양단, 법단, 호박단, 축면, 견·인

견 교직물 등의 새로운 직물들이 국내에서 생산되기

시작하였고18), 이는 기계생산에 의해 대량생산이 가

능했던 수입 면제품과의 정면충돌을 피하여 고도의

숙련이 필요한 노동집약적인 능(綾), 단(緞) 등의 견

직물 생사에 주력했기 때문이다.19)

그리고 1930년대에는 모슬린(muslin)과 서지(serge)

와 같은 모직물도 한복감으로 유행하였다. 유희경교

수의 증언에 의하면 서지는 ‘세루’라 불렀는데 능직

으로 제직하였으며 검정색, 고동색, 남색, 회색의 진

한 색상이 많았다. 신여성들 사이에는 이것으로 상하

의를 한 벌로 지어 입는 것이 유행하였다고 한다.

경운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1930년대 저고리는

총 46점으로 당목 6점, 옥양목 6점, 항라 5점, 삼팔주

5점, 자미사 4점, 명주 4점, 관사 2점, 유똥 2점, 공단

2점, 진주사 2점, 왜사, 문주, 숙수, 호박단, 양단, 문

단, 모시, 인조견 등이 각 1점씩 있다. 그러나 경운박

물관 유물에서는 이 시대에 항라, 삼팔주 저고리가

많고 모직 치마저고리 유물은 남아있지 않아 기록과

는 상이한 차이점을 보였다.

1947년 8월 동아일보에는 본견 은조사, 본견 생노

방, 본견 생고사, 본견 세까루, 본견 길주사, 본견 진

주사, 본견 항나, 본견 숙고사, 본견 순인 등의 한복

용 옷감이 광고되었고, 1948년 조선일보에는 오월 단

오명절옷감은 본견 항나, 본견 은조사, 본견 월광사,

본견 세까루, 본견 저아사, 본견 향춘사 등이 있으며

여름 옷감으로는 은조사, 항나, 생노방, 생아사, 등이

있다. 추석용 옷감으로는 항나, 생수, 관사, 문자미사,

숙세까루, 옥양목, 마카오지 등이 있으며, 계절과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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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1기 (1910~1949년) 기록 1기 경운박물관 유물

견

항라, 사직, 모본단, 견주, 견사, 견주자, 호박단, 왜사, 왜증,

갑배견, 법단, 국사, 숙고사, 순인, 관사, 은조사, 생노방, 생고사,

세까루, 진주사, 생수 등

호박단, 숙고사, 순인, 관사, 명주,

삼팔주, 항라, 은조사,자미사, 진주사,

생수, 모본단, 숙수 등

면 금건, 면주자, 와사단, 면프란넬, 한냉사, 광목, 옥양목, 무명 등 -

모 라사, 모스린, 팬시울, 서지 등 -

마 - 삼베, 모시

교직 한양사, 견면제교직물, 모면제교직물, 인견교직포 -

합성섬유 인조견 인조견

<그림 7> 1900~1950년대 저고리 옷감

<표 3> 1기(1910~1949년) 치마, 저고리에 사용된 직물명칭

관한 혼수용품에는 상해유똥, 자미사 등이 있다.

다음은 1기(1910~1949년)에 해당하는 직물명칭을

신문기사에 기록된 것과 실제로 남아있는 경운박물

관의 유물을 <표 3>과 같이 나열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 당시의 치마, 저고리 소재로 사용된 직물은 견

직물의 명칭이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었으며, 이 시기

에 상응하는 유물도 견직물이 가장 많이 조사되었다.

숙고사, 순인, 관사 등 전통 견직물의 명칭이 기록과

유물에서 일치함을 보였다. 또한 기록에는 면직물의

명칭도 여럿 보이나 경운박물관의 유물에는 면직물

로 된 치마, 저고릿감은 조사되지 않았다. 이는 실제

사용빈도를 나타내기 보다는 기증자가 현재까지 보

관한 유물이며 지역과 착장자에 따라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신문기사에 기록된 견직물의 명칭

과 유물로 조사된 직물명칭은 차이가 있는데, 이는

실제로 조사한 유물의 수량이 한정되었고 명칭도 가

능한 당시의 직물명칭을 사용하려 하였으나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1900년에서 1950년대 저고리에 사용된 옷감을 연

대별, 직물별로 분포를 나타낸 것이<그림 7>20)이다.

이 그림을 통해 30~40년대 면직물이 감소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는 일제강점기라는 사회적 상황과

함께 일본의 공판제 시행으로 인한 면포의 절대적인

공급부족, 이에 따른 높은 가격 때문에 면직물에 견

직물에 비해 그 사용이 적었던 것을 이유로 들 수

있다. 상대적으로 마직물의 증가폭이 두드러짐은 면

포공급의 부족으로 나타나는 반등현상으로 보인다.

반면 50년대 면직물 사용감소는 다양한 종류의 직물

이 등장하여 옷감 선택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일 것

이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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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에 서울에는 많은 군소직물업자(群小織物

業者)들에 의해 다양한 견제품(絹製品)이 생산 되었

다.22) 종래에는 방적· 방직(紡績· 紡織)과정이 미분

리 상태여서 면사나 견사의 주산지 혹은 이와 연결

이 용이한 곳에서 직물업이 발달할 수 있었는데 방

적사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도시가 새로운 직물업

발달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다. 또한 서울은 정치·경

제·문화의 중심지로 근대화 물결로 직물업이 발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23)

2. 2기 (1950-1979년)
한국 전쟁으로 국내 섬유 공장들이 파괴되었기 때

문에 1953년까지의 의복용 소재는 미국의 원조물자나

밀수품으로 충당하였다.24) 일제 말부터 선보이기 시

작했던 밀수품인 비로드 치마는 아이러니하게도 전쟁

중에 유행의 전성기를 맞았다. 전쟁 중 임시 판자 교

사 속에 비로드 치마를 입은 여학생은 너무나도 대조

적이었지만 부산 거리는 온통 비로드 치마 일색이었

다고 한다. 따라서 1952년에는 “전시 생활개선법 시

행령”을 공포하여 비로드, 하부다에, 오빠루, 조오젯,

나일론을 착용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한 것을 비롯

하여, 50년대 동안에 홍콩양단, 경도양단, 경도비로드,

나일론의 직물들을 밀수 적발한 사례가 신문기사에

빈번하게 나타났다.25) 여러 종류의 밀수직물 중에서

도 한복용 옷감으로 세탁과 손질이 편리한 다후다,

나야가라, 곰보나일론<그림 8>26) 등 나일론 섬유가

크게 유행하였으며 투명한 나일론으로 한복을 만들어

입어서 노출이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27)

1950년도 후반기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전통 한

복직물로는 조선견직의 조견단, 호박단, 모본단, 법단,

수박단, 미려단 등이 있으며 그 외에 교직으로 짠 은

사양단, 큐프레사, 선염한 아세테이트사를 주원료로

한 삼색양단, 칠색양단 무늬를 날염한 포플린 면 아

사 등이 있다. 그 밖에도 진주의 동양염직사에서 개

발한 동양뉴똥이 대통령상을 받았다는 기사도 찾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고급 옷감들은 가격이 비

싸기 때문에 도시의 상류층에서나 유행하였고 농촌

에서는 아직도 국내산 무명과 모시, 베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림 8> 곰보나일론

- 근대 여자 저고리 변천 연구, p. 57.

6·25전쟁으로 인한 전시 비상사태로 인해 양단, 벨

벳, 하부다에, 오팔, 레이스, 조오젯 등 외국제 의류지

로서 사치품 성격이 강한 직물의 판매와 착용이 금지

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이미 50년대 이전에 이러

한 의복지들이 판매·유통 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전쟁이라는 극한 혼란함 속에서 전반적인 의생

활은 극히 침체되었고 그 구제품으로 많은 의료(衣

料)가 들어왔고, 1953년경 신소재인 나일론이 소개

되었다.28) 특별히 합성섬유의 출현은 의생활의 큰 변

화를 가져왔다. 빨고 밟아서 다듬이질을 하고, 삶아서

다시 빠는 것을 반복하며 적당한 양에 맞추어 풀을

먹여서 손질하는 번거로운 처리 방법 등에서 탈피할

수 있었다. 빨아서 널어 말리기만 하면 그대로 입을

수 있다는 것은 확실히 우리의 의생활에 있어서 하나

의 혁명으로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섬유의 등장은

여성들의 시간과 노동력의 낭비를 덜어주었다.

초창기 미국에서 구제품으로 들어온 나일론은 무

늬가 화려하고 원색에 가까웠으며 이와 대조적으로

일본 나일론은 동양적인 무늬에 요란하지 않은 색감

으로 소색을 즐겨했던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었다.29)

또한 50년대 나일론이 유행 하면서 나일론 저고리에

브로치 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을 정도로 브로치가

유행하였는데 나일론이라는 새로운 옷감의 등장은

기존의 저고리의 여밈 방법에도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왔다. 경운박물관 나일론 저고리는 연한색으로

무늬 없이 凹凸형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곰보나일론

저고리를 2점 소장 하고 있으며 2점은 모두 브로치

로 여밈을 한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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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뉴똥

- 근대 여자 저고리 변천 연구, p. 61.

<그림 10> 교직양단(交織洋緞)

- 영부인 예복으로 본 한복의 흐름, p. 15.

1950년대 경운박물관 소장 저고리는 수량이 91점

으로 1900년부터 1950년대까지의 저고리 유물 중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50년대 저고릿감으로

양단이 12점, 문단과 뉴똥이 각각 9점으로 많았으며

모시 6점, 노방주, 순인, 숙고사가 각각 4점, 생고사,

문주, 하부다에가 각 3점, 왜사, 관사, 공단, 모본단,

항라, 진주사, 국사, 삼베, 모직, 나일론, 레이스, 플록

파일로 만든 저고리가 각각 2점씩, 그 외 면아사, 명

주, 조오젯, 은반견, 사틴, 은조사, 자미사, 오팔, 우라

기리 등이 각 1점씩 있다.

1960년대 섬유산업은 혁명정부의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역점사업의 하나로 추진되어 고도성장을 계속

하였다. 특히 합성섬유는 1960년대를 대표하는 직물

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획기적인 발전을 이

루었다. (주)한국나이론과 (주)한일나이론이 63년과

64년에 최초로 나일론 공장을 준공함으로서 우리나

라의 화섬공업이 본격적으로 개막되었으며, 1967년

정부의 제2차 5개년계획의 육성산업 대상이 되어 금

융 및 세제의 지원을 받아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되

었다.31) 한국나일론은 ‘코오롱’이라는 상품명으로 새

나일론을 생산하였으며 69년에는 코오롱 양단과 코

오롱 뉴똥<그림 9>32)을 생산하여33) 한복용 옷감으로

대 유행을 시켰다.

1968년 3월에는 (주)대한합성섬유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폴리에스터를 생산하였다. 69년부터는 합성

섬유 중에서도 폴리에스터가 매우 유행하여 (주)선

경합성, (주)삼양사 등에서 지지미, 테트론, 구로폰,

앙고라. 깔깔이, 시폰 등의 다양한 폴리에스터 소재

를 생산하였는데34) 이러한 직물은 양장뿐만 아니고

한복의 치마저고리, 안감은 물론 겉감에도 선풍적인

유행을 가져왔다. 처음에는 무늬가 없는 단색이 사용

되었으나 점차 화려하게 날염된 것이 유행하였으며

테트론 바닥에 자수를 놓은 자수직물도 유행하였다.

견섬유와 유사한 인견섬유의 기술 도입으로 1967

년 흥한화학섬유에서 최초로 레이온사를 생산하였

다.35) 당시에 한복 소재의 특징적인 것으로 금은사로

무늬를 넣은 양단이 굉장한 인기를 끌었는데 이것은

대부분 100% 견직물이 아니고 견과 인견의 교직물

이거나 인견직물에 많았다. <그림 10>36)과 같이 견과

인견의 교직으로 짠 도이루 양단도 당시의 대표적인

한복용 직물이었다.

면방직업은 기존의 시설에다 고급제품 생산을 위

한 증설과 동시에 경영의 합리화와 생산성 및 품질

향상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품질이 좋은 옥양목과

포플린의 생산이 가능하였고 이러한 신소재가 한복

에도 유행되었다. 그러나 외국산 선호사상은 섬유 직

물 산업이 발달한 60년대 후반에도 계속되어 여러

종류의 외국산 소재가 여전히 사용되었다.

치마 옷감도 전통한복감보다는 양장에서 많이 쓰

이는 레이스(Lace)<그림 11>37), 춘추 비로도, 오빠루

(Opal)<그림 12>38), 후로키<그림 13>39), 깔깔이, 쉬

폰 등의 투명하고 부드러운 천을 겉감으로 하여 드

레이프성을 좋게 하였다.

1970년대 한복업계의 호황과 더불어 자카드 직물

의 수출도 활황을 이루어 대기업들이 한복지 시장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1969년 한국나이롱에서 코오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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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2기 (1950~1979년) 기록 2기 경운박물관 유물

견
홍콩양단, 경도양단, 경도비로드, 하부다에, 오빠루,

조견단, 호박단, 모본단, 법단, 수박단, 미려단

은조사, 자미사, 오팔, 양단, 문단, 뉴똥, 명주, 은반견,

생고사, 노방주, 순인, 숙고사, 문주, 하부다에, 왜사,

관사, 공단, 모본단, 항라, 진주사, 국사

면 옥양목, 포플린 옥양목, 당목

모 - 모직양복지

마 - 모시, 삼베

교직
은사양단, 큐프레사, 삼색양단, 포플린면아사,

도이루양단, 인견교직물
교직양단, 면아사

합성섬유
나일론, 다후다, 나야가라, 곰보나일론, 레이스, 지지미,

테트론, 구로폰, 조오젯, 앙고라, 깔깔이, 쉬폰, 후로키
우라기리, 쉬폰, 조오젯

<표 4> 2기(1950~1979년) 치마, 저고리에 사용된 직물명칭

<그림 11> 레이스(Lace)

- 근대 여자 저고리 변천 연구,

p. 64.

<그림 12> 오빠루(Opal)

- 근대 여자 저고리 변천 연구,

p. 64.

<그림 13> 후로키

- 근대 여자 저고리 변천 연구,

p. 64.

양단을 생산한 것을 기점으로 1970년대에는 동양나

일론과 선경화섬주식회사 등에서 칠보단, 공주단, 대

왕단, 선회단, 왕비단, 금실단 등의 상품명으로 화섬

양단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직물들은 대부분

경사는 나일론으로 하고 위사는 폴리에스테르로 짠

것이다. 60년대의 한복용 직물에 합성섬유로 만든 깔

깔이, 쉬폰 등의 양장 소재가 유행하였던 것이 특징

이라면, 70년대는 합성섬유로 만든 양단, 공단, 유똥

등의 전통소재가 유행하였고. 그 표면에 기계자수,

금박, 날염 등으로 장식하여 화려함을 강조하였다.

물론 견직업도 설비와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 추세

를 보였으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1970년대 중반까

지는 일반 한복용으로 판매되기 보다는 수출 선도

사업으로 경제발전에 이바지하였다.40) 그러나 1970년

대 후반부터는 수출로 인한 경제가 좋아지면서 국내

한복시장에서도 견직물의 사용이 늘어나기 시작하였

다. 반면에 무명이나 모시, 손명주와 같은 전통 천연

소재는 생산량이 감소하였는데 도시화 산업화로 농

촌인구가 감소하여 수직기로 직물을 생산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고, 누에고치나 면화와 같은 천연 원자

재 값이 급상승함에 따라 채산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점차 쇠퇴하였다.

2기에 해당하는 1950년부터 1979년의 옷감은 <표

4>와 같이 정리하였다. 기록은 양단과 비로드 등 견

직물과 나일론류의 합성섬유, 여러 종류의 양단교직

물의 순으로 명칭이 다양하게 조사되었다. 동시대의

유물에 사용된 소재 역시 다양하였는데 숙고사, 진주

사, 은조사 등의 전통견직물을 비롯하여 하부다에,

왜사, 오팔 등 수입 견직물로 된 치마, 저고릿감이

여러 점 확인되었다.

3. 3기 (1980-1999)
1980년대에는 경제적 안정으로 전 국민의 의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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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모본단(模本緞)

- 우리나라 전통무늬1 직물, p. 183.

<그림 14> 운문사(雲紋紗)

- 우리나라 전통무늬1 직물, p. 371.

<그림 15> 직금(織金)

- 우리나라 전통무늬1 직물, p. 141.

수준이 향상되어 복식 전 분야의 고급화가 이루어졌

다. 따라서 전시대에 유행하였던 합성섬유는 퇴조하

는 경향을 보였고 천연섬유를 선호하게 되었으며 특

히 한복소재로 견직물이 유행하였다. 견직물 중에는

‘사철깨끼’라고 부르는 노방주, 생명주가 선풍적으로

유행하였는데 그것 역시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건물

의 난방시설이 좋아졌으며, 특히 난방이 잘되는 아파

트 생활로 인하여 얇은 직물들이 선호되었기 때문이

다. 이러한 유행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은 한복 1벌을

맞추면 사계절을 모두 입을 수 있었으니, 한복 수요

가 줄고 자연히 견직물 생산업체는 불황의 시작이

되었고 ‘사철깨끼’ 이외에 신상품을 개발하지 않으니

디자인 개발 후퇴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었다.

‘사철깨끼’가 유행하면서 직물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색상을 다양화 하고 그림이나 자수 등 2차

가공이 많아져서 궁중 당의를 모방하여 수보를 저고

리 양어깨에 붙이거나, 금은박을 찍거나 혹은 치마폭

에 산수화를 직접 그림을 그리는 회염이 많이 사용

되었다.

80년대 말부터 유행된 ‘사철깨끼’ 라고 부르는 4계

절용 얇은 실크는 복고풍과 자연주의의 영향으로 90

년대 중반부터는 점차 퇴조하기 시작하였고, 점차 제

철에 어울리는 천연소재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여

름에는 모시와 안동포를, 봄가을에는 숙고사와 자미

사를 겨울에는 명주나 단종류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

하였다. 특히 96년경부터는 복고풍을 표현하기 위하

여 <그림 13>41)과 같은 모본단 한복이 다시 유행되

었고, 97년부터는 자연주의를 표현하기 위하여 옥사

를 이용하여 위사방향에 슬럽 효과를 낸 옥사 생명

주나 산뚱 실크가 유행하였으며, 후들거림을 막기 위

하여 생사와 숙사를 1:1 혹은 3:2의 비율로 제직하

여 얇고 빳빳한 느낌을 준 것이 많았다. 또한 한국복

식사를 연구하는 학계의 영향으로 98년부터는 조선

중기의 직물 무늬들을 재현한 연화문단과 <그림 1

4>42)와 같은 운문단, <그림 15>43)와 같이 금사를 넣

어 무늬를 제직한 금선단 등이 생산되어 한복 직물

업계에 새로운 복고풍의 경향으로 떠올랐다.

직물 장식법은 80년대에 이어 화려하고 과장된 것

보다는 은은하고 고급화된 것들을 선호하였기 때문

에 기계자수나 금 은박, 그림 등의 방법보다는 <그림

16>44)과 같이 직조에 의해 예스러움을 강조하였으며

무늬의 크기도 점차 작아지고 직물 전체에 퍼져있는

것 보다는 단일 모티브가 은은하게 드문드문 산재한

느낌이 많았다. 색상도 고가품에서는 천연염색을 선

호하였고 가격대 때문에 천연염색을 못할 경우에도

천연염색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강한 원색을 피하

고 파스텔 계통의 색채와 <그림 17>45)과 같이 회색,

겨자색, 자주색 등 중간색 계통의 배색이 즐겨 사용

되었다.

경운박물관 유물을 중심으로 정리한 결과만으로는

3기에 합성섬유가 조사되지 않아 이 시기에 합성섬

유가 사용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왜냐하면

경운박물관 유물의 특성상 기증자가 상류층이 많아

대부분이 견직물을 소장하고 있었고 또한 80, 90년대

는 비교적 최근으로 경운박물관에는 합성섬유로 된

사철깨끼 한복이 있기는 하나 최근에도 행사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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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숙고사(熟庫紗)

- 경운박물관 소장 원삼 일부

<그림 17> 노방주(老紡紬)

- 근대 여자 저고리 변천 연구, p. 55.

사용하고 있는 것이며 현재까지 등록된 유물은 아니

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3기에 합성섬유로 제작

된 사철깨끼, 국사, 숙고사 등의 직물도 여러 학교에

서 실습 제작용으로 많이 사용되었음을 밝혀둔다.

Ⅳ. 요약 및 결론
우리는 고대로 부터 바지 혹은 치마 위에 저고리

를 입는 스키타이 계통의 이부(二部) 양식의 복식을

입었다. 따라서 저고리의 역사는 우리 복식의 역사와

같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근․현대에 해당하는 20세기 치

마․저고리 소재의 변천과정을 크게 3단계로 구분하

여 <표 5>와 같이 정리하였다.

1기는 개항 무렵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기간을 잡

았다. 이 기간은 아직 한복이 일상복으로 착용되었던

시기이며 전통적인 견직물 이외에 면직물과 모직물

종류도 상류층의 한복용 옷감으로 상당히 많이 소비

되었다. 1920년대 무렵은 일본의 지배아래서 한국 전

통직물은 발전할 수 없는 실정이었으며, 1923년부터

양단, 호박단, 하부다에, 왜사 등의 일본 제품의 직물

들이 수입되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1930

년대부터 한복의 소재는 개인적인 경제 사정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였는데, 서민층에서는 광목, 옥양목, 무

명, 모시, 베 등의 면직물 저고리를 주로 입었으며,

부유층에서는 경도양단, 하부다에, 왜사, 왜증 등의

일본 견직물로 만든 한복을 입었다. 1930년대는 염색

성과 광택감이 견과 유사한데 가격은 견직물의 1/3

도 안되는 인견직물의 선호가 늘었으며, 모슬린과 서

지 같은 모직물도 한복감으로 유행하였다. 해방을 전

후하여서는 직물생산이 활발하지 않았지만 문직물로

는 조선견직의 조견단, 모본단, 공단, 뉴텐 등이 생산

되었고, 1947년에는 호박단과 사틴이 생산되었다.

2기는 해방이후부터 1960년대까지의 기간으로 한

복과 서양복이 혼용되었던 시기이다. 당시 우리 사회

는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미군의 주둔으로 서양문화가 확산되는 사회 분위기

가 강하여 우리의 전통 복식인 한복의 착용 동기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입을 수 있을까 하는 미적 추

구보다는 편리함과 실용성을 중시하면서 동시에 서

양복과 동조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1950년대에는 세탁과 손질이 편리한 합성섬유인

나일론과 폴리에스터 섬유가 발전하면서 깔깔이, 쉬

폰 등의 양장 소재와 양단, 공단, 유똥 등의 전통소

재가 유행하였다.

60년대 후반에도 레이스, 후로키, 오빠루, 깔깔이,

쉬폰 등 외국산 소재도 여전히 사용하였다. 1970년대

한복업계의 호황과 더불어 자카드 직물의 수출도 활

황을 이루어 대기업들이 한복지 시장에 참여하기 시

작하였다. 70년대 후반부터는 수출로 인한 경제가 좋

아지면서 국내 한복시장에서도 견직물의 사용이 늘

어나기 시작하였지만, 무명이나 모시, 손명주와 같은

전통 천연 소재의 생산량은 감소하였다.

3기는 198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의 기간으로 한

복이 일상복에서 자리를 빼앗기고 예복으로서 착용

되었던 시기로서 한복의 예복화 고급화 경향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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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 기 특 징
치마∙저고리의 소재

교직
견직물 모직물 면직물 마직물 합성섬유

1기
1910~

1949년

한복이 일상복으로

착용

일본 수입직물

사용

서민층-면,

부유층-일본산 견

경도양단, 하부다에,

문주, 삼팔주, 왜사,

왜증, 항라, 사직,

모본단, 견주, 견사,

견주자, 호박단, 갑배견,

법단, 국사, 숙고사,

순인, 관사, 은조사,

자미사, 생노방, 생고사,

세까루, 진주사, 생수,

숙수

라사,

모스린,

팬시울,

서지

광목

당목

옥양목

무명

금건,

면주자,

와사단,

면프란넬,

한냉사

모시,

삼베,

북포

플록파일,

우라기리,

나일론,

레이스, 오팔,

인조견

한양사,

견면제

교직물,

모면제

교직물,

인견

교직포,

춘포

2기
1950~

1979년

한복과 양복 혼용

전통소재와

양장소재 유행

실용성 추구

외국산 소재

한복업계 호황

비로드, 하부다에,

모본단, 법단, 수박단,

미려단, 미술단, 공단,

유똥, 쉬폰, 문주,

노방주, 은반견, 자카드,

오팔

모직양복지
포플린면

아사
북포

홍콩양단,

경도양단,

곰보나일론

폴리에스터

다후다, 오팔,

깔깔이,

레이스

후로키

은사양단

큐프레사

삼색양단,

오색양단,

칠색양단,

포플린면

아사,

교직양단,

특수단

3기
1980~

1999년

한복의 예복화

고급화 가속

천연섬유 선호

금은박, 회염기법

유행

복고, 자연주의

경향

노방주, 생명주,

모본단, 옥사생명주,

산뚱실크, 금선단,

운문단, 화문단,

숙고사, 자미사

- -
안동포

모시
사철깨끼 교직양단

<표 5> 시기별로 정리한 20세기 치마저고리 소재 (경운박물관 유물과 신문기사 참조)

유지되었다.

1980년대부터는 경제적 안정으로 전 국민의 의생

활수준이 향상되어 복식 전 분야의 고급화가 이루어

져 천연섬유를 선호하게 되었다. 특히 견직물 중 ‘사

철깨끼’라고 부르는 노방주, 생명주가 선풍적으로 유

행하였으며, 금은박을 찍거나 혹은 치마폭에 산수화

를 직접 그리는 회염도 많이 사용되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사철깨끼’가 점차 퇴조하기

시작하였고 제철에 어울리는 천연소재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96년경부터는 복고풍을 표현하기 위하여

모본단 한복이 다시 유행되었고, 97년부터는 자연주

의를 표현하기 위하여 옥사 생명주나 산뚱 실크가

유행하였다. 98년부터는 연화문단과 운문단, 금사를

넣어 무늬를 제직한 금선단 등이 생산되어 한복 직

물업계에 새로운 복고풍의 경향으로 떠올랐다.

이상은 20세기 우리나라 여성들의 치마, 저고리에

사용된 직물에 관한 연구로 신문기사와 사진자료 및

경운박물관 유물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기록과 유

물은 부분적으로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그 이유는

당시 기록물의 제한점과 전체 유물을 조사하지 못한

한계점을 들 수 있다. 표본으로 수집한 유물이 경운

박물관 유물만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당시의 일반

적인 경향으로 확대해석 할 수는 없으며, 시대적 보

편성이나 대표성 보다는 20세기 상류층 유행의 일면

을 살펴보는데 의의를 둔다. 또한 유물에 대한 직물

명칭이 다양하거나 동일한 명칭이라도 시대에 따라

소재의 성분이나 직조방법이 다른 것 혹은 정확한

명칭 규명이 어려운 점 등이 있어 당시의 직물을 많

이 접하셨던 분들을 인터뷰하고 관련 기록을 찾아

정리하며, 당시 직물의 조직 분석 등 연구를 축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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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당시 사용되었던 직물의 명칭을 정확히 찾는 등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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