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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is thesis is based on the study of formativeness and versatility of Sarong. For the aim of the 
research, Sarongs were classified into two types: rectangular and tube, using its original form as 
the basis. These two types of Sarongs were divided into more detailed groups depending on the 
purposes of attire, such as skirts, dresses, and capes. To look into the formativeness and versa-
tility of Sarong, the usage of wear and expression methods were observed based on these 
categories. The following results were found regarding the versatility of Sarong: First, Sarong has 
a wide degree of versatility in terms of usage. It can be worn as a skirt, a head scarf, a dress, a 
cape, or used as a carrier or even a sleeping bag, based on one’s intention. The change of usage 
is often accompanied with the change of forms, as can be shown by the longyi of Myanmar, the 
tube type Sarong, which is used as briefs. Second, Sarong has a wide degree of versatility in 
terms of function. Variations of instrumental and expressive function of Sarong are observed 
simultaneously. The physical function sometimes coincides with the changes of usage as men-
tioned above. The way that Sarong’s are expressed in different social situations changes depend-
ing on the wearer’s social status, religion, or origin. So by looking at the way a Sarong is worn, 
others can tell if a person is going to social events such as festivals and weddings. Third, Sarong 
has a wide degree of versatility in terms of design. However, even if same usage and function is 
pursued, the design can be different based on an individual. This is because the external change 
of Sarong is affected by individuality or aesthetic sense of the wearer. 

Key words: design versatility(디자인의 가변), functional versatility(기능의 가변), Sarong(사롱), 
the formativeness of Sarong(사롱의 조형성), usage versatility(용도의 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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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재 동남아시아 및 아프리카, 태평양 연안의

도서지역 등에서 즐겨 입는 스커트 형태의 전통

복식을 총칭하여 사롱(sarong, sarung)이라고 한

다. 사롱이란 본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 지역의

요권의(腰卷衣), 즉 치마형의 복식을 칭하는 용

어였다. 그러나 현재는 그 의미가 확대되어 이

지역뿐 아니라 아프리카 및 태평양 열도 등 세계

각지의 ‘원통형 또는 장방형의 요권의’를 대표하

는 단어로 사용된다.

이러한 사롱은 구조적으로 평면에서 출발하여

인체를 통하여 입체적으로 표현된다는 특성이 있

다. 그러므로 사용된 옷감의 종류나 염색법, 문

양, 장식기법과 같은 소재특성이나 직물의 폭 또

는 길이, 착용법이나 여밈 방법 등에 따라 복식

의 속성과 실루엣, 활동의 편이함이 달라지기도

한다. 또한, 평면적인 복식 구조상 같은 형태일지

라도 착용자의 의지에 따라 용도와 형태를 달리

하여 표현되기도 한다.

복식의 가변성이란 형태나 구조가 변할 수 있

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열린 구조를 가진 디자인을 의미한다. 그뿐

만 아니라 간단한 조작을 통해 스타일링의 변형

이 가능하며, 동시에 다시 원형으로 복구될 가능

성을 내포해야 한다. 이러한 복식의 가변성, 즉

같은 복식의 외형과 기능을 조절하여 다른 스타

일로 연출할 수 있는 속성에 관한 연구는 1990년

대 이후의 현대 패션디자인을 중심으로 논의되었

으며, 가변성이라는 용어 외에도 다변화, 다목적,

다용도, 다기능, 트랜스포메이션(transformation)

복식 등으로 표현되었다.1)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현대패션에서 가변적 디

자인이 출현하게 된 배경으로는 포스트모더니즘

의 기능주의, 해체주의, 디지털환경 그리고 가치

체계의 다원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2)

그러나 이러한 가변성은 현대패션에 의해 개념이

정립되기 이전부터 이미 수많은 전통복식에서 상

용되어 온 스타일링의 방법이자 내재한 속성이었

다. 그중에서도 동일 아이템을 치마에서 드레스,

숄, 가방 등으로 활용해 온 사롱은 특히 가변성

이 매우 강한 복식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이런 사롱의 특성에 주목하여 사롱

의 조형성과 가변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의

지역적인 범위는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로 한정

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이 지역의 사롱이 다른

지역 사롱의 유형을 포함할 정도로 매우 다양한

동시에 보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대적

인 범위는 19세기부터 현재까지로 한다. 연구의

상한을 19세기로 한 것은 20세기 이후 급속한 서

구화로 이미 사라졌거나 변형된 원형을 포함하여

사롱의 형태적 다양성을 고찰하기 위함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가변성의 개념과 복식의 가변성
가변성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조건에서 변

할 수 있는 성질’3), 즉 그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변형을 뜻한다. 변화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특성을 뜻하는 가변성은 ‘형태를 손상하

지 않고 변화할 수 있는 능력’과 ‘변화에 적응하

는 능력’으로 세분할 수 있다. 즉 안정성을 유지

하면서 형태나 조직을 변경시키는 능력인 다양성

(variability)과 변화에 적응하는 적응성(adap-

tability)의 두 가지 속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

두 가지 속성은 가변성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로

사용되며4) 때로는 융통성, 유연성, 다양성, 가동

성, 탄력성 등의 용어로 표현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디자인 분야에서 가변성에 관한 관

심이 대두한 것은 빠른 산업화와 함께 공동주택

이 대량으로 공급되면서 규격화된 공동주택의 문

제점과 건축의 획일화를 극복하려는 방안의 하나

로 공간 활용의 다양화와 변화 가능성을 연구하

면서 비롯되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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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의 가변성 역시 착용자의 스타일링에 의해

형태나 구조가 변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디자인을 의미한

다. 그러나 복식의 가변성은 건축이나 주택과는

달리 변형된 상태에서 다시 원형으로 복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현대패션에서 복식의 가변성에 대한 논의는 대

개 포스트모더니즘의 대두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본다. 즉, 첨단기술을 통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함과 동시에 다양한 형태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패션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모색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실제로 복식의 가변성은 현대패션에서 개념화되

기 이전부터 다양한 전통복식 사이에서 이미 상

용되어 온 속성이었다.

현재까지 전통복식을 대상으로 가변성을 고찰

한 선행연구로는 김혜리, 전혜정6)의 연구와 이재

정 외7)의 연구가 있다. 착장 방법을 기준으로 전

통복식에 구현된 가변성의 유형을 분석한 김혜

리, 전혜정은 가변성 스타일을 크게 용도 변경형,

매듭형, 두르기형, 고정형, 혼합형의 다섯 범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또 이재정 외의 연구에서는

아시아전통복식의 특성을 비구조적인 평면성, 유

기적 율동미, 가변성이 주는 비균제적인 미로 분

석하고 이러한 특성을 현대패션에 적용 가능한

조형적인 특성으로 보았다. 이러한 연구들은 현

대복식에만 초점이 맞춰있던 가변성 스타일링의

범위를 전통복식의 영역으로 확대하였다는 점에

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전 세계전통복식

또는 아시아전통복식을 범위로 한 연구였기 때문

에 개별 아이템의 구체적인 스타일링 방법과 조

형성을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전통복식 중에서도 사롱이라는

단일 아이템에 나타난 가변적 스타일링의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여 전통복식의 현대적인 응용 가능

성을 세부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다양한 전통복식 중에서 사롱을 연구대상으로

선택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착용지역이

광범위하여 다양성과 유사성을 동시에 고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롱은 동남아시아에서 종류 및

형태, 용도상 가장 많은 다양성을 보이나 그 외

에도 아라비아 반도, 아프리카 북동부 및 태평양

도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역에서 확인된

다.8)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및 브루나이를 포함

한 말레이지역의 사롱를 비롯하여, 자바지역의 카

인판장(kain panjang), 미얀마의 론지(longyi), 인

도 남부의 룽기(lungi), 태국의 파신(pha sin)등이

사롱 형태의 복식이며, 동아프리카의 캉가(kanga),

네팔의 구니우(guniu)도 사롱의 일종이다. 이러

한 사롱들은 고유한 직물과 독특한 문양, 착용방

법 등을 통해 다양성을 보이나, 동시에 평면적인

구조에서 기인한 유사점도 같이 확인된다.

둘째는 평면에서 출발하여 인체를 통하여 입체

적으로 구현되는 복식의 특성상, 동일 지역에서

도 착용자에 따라 기능과 조형미의 변화가 관찰

된다는 점이다. 사롱은 착용자의 의지에 따라 외

관뿐 아니라 용도가 쉽게 달라지는 복식이기도

하다. 이는 다른 단어와 결합하여 ‘덮개[sarung

kursi: 의자 덮개]’나 ‘집[sarung pedang: 칼집,

sarung tangan: 장갑]’처럼 신체나 물건을 덮거

나 가리는 천 또는 그러한 용도의 물건을 의미하

는 언어적 사용에서도 확인된다.9)

이처럼 사롱은 나라와 민족, 용도에 따라 다양

한 착용법과 독특한 조형미를 갖고 있음에도 구

체적인 유형별 분석이나 조형성에 대한 고찰은

미비하였으며, 지금까지 주로 직물과 문양을 주

제로 연구되었다. 사롱의 조형성과 가변성을 고

찰한 본 연구를 계기로 사롱 뿐 아니라 민속 복

식 또는 전통복식을 대상으로, 사회적 상황이나

추구목적에 따른 가변적 속성을 재검토하는 계기

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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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롱의 범위
사롱은 한 장의 넓고 긴 직사각형 천을 그대로

감아 입는 장방형(長方形, rectangular type)과

양 솔기를 꿰맨 원통형(圓筒形, tube type)으로

나눌 수 있다. 하반신을 둘러 감아 입는 장방형

에 비해 원통형이 착용이 쉽고 활동이 편리하다

는 점으로 보아, 장방형에서 원통형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착용법이 간단한 원통형

에 비해 장방형은 착용자의 숙련도가 필요하며,

착용자에 따라 스타일의 변화 및 활동의 편리함

이 달라진다. 또한, 직물의 폭과 길이에 따라 다

양한 아이템으로 전개될 수 있어, 좁고 긴 장방

형 사롱을 허리에 감은 후 다시 사타구니를 지나

허리 뒤쪽에 끼우면 팬티나 브리프(brief) 형태가

되기도 하며, 폭과 길이가 좀 더 넓은 천을 사용

하면 도티(dhoti)처럼 긴 바지의 외관을 갖출 수

도 있다. 즉 장방형 사롱은 한 폭의 긴 천으로

구성된다는 점과 그것을 몸에 감아 입체적인 형

태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권의형 복식인 사리

(sari)와도 관계가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포

함하면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므로, 본 연구

에서는 로인클로스(loinclothes)형태의 요의와 도

티, 사리처럼 권의형으로 분류되는 범주를 제외

한 장방형 사롱과 원통형 사롱으로 연구범위를

제한하고자 한다.

Ⅲ. 사롱의 유형과 착용방법
착용 전에는 평면적인 한 폭의 옷감에 불과한

사롱은 원사(原絲)의 종류나 가공방법과 같은 기

술적 조건 외에도 염색방법이나 문양, 자수법 같

은 표면장식에 따라서 스타일링이나 실루엣을 포

함한 외형적 특징이 다르게 표현된다. 또한 이러

한 조건들은 사롱의 외관이나 착용방법에도 영향

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본 연구는 사롱의

범주에 포함되는 전체복식을 대상으로 조형적 특

성과 가변성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문양이나 직조법이 아닌 착용방법과 스타일링을

기준으로 분류하였음을 미리 밝히는 바이다.

분석방법은 먼저 착용 전 형태를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 크게 구분한 후, 다음으로 착용방법과

표현법에 따른 외형적 특성과 수행하는 아이템의

속성을 세분화하였다. 사롱의 종류는 착용 전 형

태를 기준으로 긴 천형태의 장방형과 솔기를 꿰

맨 원통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때 직물의 폭

은 착용 후 사롱의 길이가 되고, 사롱의 식서는

↔ 방향이 된다. 때로는 직물의 폭을 2~3개 연

결하여 광폭으로 만들기도 하는데, 드레스형의

착용법이나 예장용 사롱의 경우 특히 그러하다.

이때 연결된 직물의 폭 역시 드레스의 길이방향

으로 사용된다.

1. 착용방법에 따른 장방형 사롱의 유형
긴 천을 그대로 사용한 장방형 사롱을 용도와 착

용방법을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장방형 사롱의 가장 일반적인 착용방법은 허리

에 둘러 입는 랩스커트(wrap skirt) 형식이다. 대

개 90~110cm 폭의 긴 직물을 허리에 둘러 감아

입는 착용방법 때문에 직물의 폭은 착용 후 스커

트의 길이로 표현된다. 비교적 단순한 착용법이

나 여밈과 고정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

링이 가능하다. 금박(金箔)처리된 넓고 긴 한 폭

의 옷감을 그대로 둘러 감아 고정한 <그림 1>10)

에서 확인되듯이 인도네시아 니아스(Nias)섬을

비롯하여 발리(Bali)와 수마트라 그리고 말레이

시아 지역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착용방법

이기도 하다. 단순한 착용방법에 비해 옷감은 금

직(金織)이나 금박처럼 화려한 옷감인 경우가 많

다. 그러나 미얀마ㆍ타이ㆍ라오스에 인접한 골든

트라이앵글에 거주하는 아카족이나 카렌족과 같

은 소수민족처럼 비교적 단순한 재질의 옷감을

사용하는 예도 적지 않아, 직물 특성에 따른 착

용방법은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2>11)는

라오스 북부에 사는 아카족 여자들로 전통복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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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표현법 착용방법과 스타일링 예

스커트

(wrap skirt)

둘러 감아 고정

사롱의 한쪽자락으로 몸통을 단단히 감은 후 끝자락을

허리 안쪽으로 밀어 넣어 고정하거나, 다른 천을 덧감아

고정한다.

<그림 1, 2>

규칙적인 주름효과

(pleats)

앞 중심이나 옆쪽에 규칙적인 아코디언 주름을 잡은

것으로 착용방법은 위와 같다.
<그림 4, 5>

플라운스

(flounce)

사롱의 양쪽 끝자락을 어슷하게 위로 당겨 낸 후에

양쪽자락을 옆으로 당겨 묶은 형태로, 옆 중심에 사롱

끝자락이 프릴처럼 늘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6>

우아한 주름효과

(drapery)

장방형 사롱을 허리에 둘러 감은 후에 다른 천으로

사롱을 고정한 후, 사롱의 일부를 위로 빼거나 허리를

묶은 끈 사이로 밀어 넣는다. 매듭지은 곳을 중심으로

풍성한 주름이 형성된다.

<그림 7, 8>

덧치마

역할

레이어드 Ⅰ:

스커트+스커트
사롱 위에 좀 더 작은 장방형 사롱을 덧입는다. <그림 9, 10>

레이어드 Ⅱ:

바지+스커트

서구적인 바지 위에 좁고 긴 사롱을 덧입는다. <그림 11, 12>

넓고 긴 예장용 사롱을 바지 위에 덧입어 풍성한 외관을

만든다.
<그림 13>

드레스

(dress)
묶고 접어 넣기

길고 넓은 천을 가슴높이까지 올린 후 제천으로 접어

넣은 후에 다른 천을 감아 고정한다.
<그림 14>

케이프

(cape)
걸치거나 두르기 펼친 상태 그대로 숄이나 케이프처럼 사용한다. <그림 15, 16>

<표 1> 장방형 사롱의 유형

<그림 1> 둘러 감아 고정 1

- Splendid symbols, p. 50

<그림 2> 둘러 감아 고정 2

- http://www.flickr.com/photos

<그림 3>

그림 2의 도식화

사롱을 입고 있다. 사롱의 중앙에 넓은 외주름처

럼 보이는 것은 잘린 직물의 폭, 즉 푸서를 <그

림 3>처럼 안쪽으로 말아 넣어 생긴 효과이다.

바깥 자락의 푸서를 안쪽으로 접어 넣은 것을 제

외한 나머지 착용방법은 <그림 1>과 같다.

기본적인 착용방법은 둘러 감아 고정하는 방법

과 같으나 좀 더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방식이

앞 중심이나 옆쪽에 규칙적인 주름[pleats]을 잡



服飾 第63卷 5號

- 40 -

<그림 4> Pleats 1

- http://en.wikipedia.org

<그림 5> Pleats 2

- Nepalese textiles,

p. 118

<그림 6> 플라운스 효과

- http://commons.

wikimedia.org

<그림 7> 드레퍼리 1

- Splendid symbols,

p. 54

<그림 8> 드레퍼리 2

- http://commons.

wikimedia.org

<그림 9> 레이어드 Ⅰ-1

- http://ayearinbali.

wordpress.com/

<그림 10> 레이어드 Ⅰ-2

- Splendid symbols, p. 111

아 입는 경우이다. 이와 같은 사롱은 인도네시아

자바(Jawa, Java)지역에서 전통 예장(禮裝)으로

사용하는 <그림 4>12)의 카인판장(kain panjang)

이 대표적이며, 네팔 여자의 전통복식인 <그림

5>13)의 구니우(guniu)도 유사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카인판장은 규칙적이면서도

정교한 주름을 잡아 정중함을 표현한 것에 비해,

네팔의 전통복식인 구니우는 주름의 형태가 자연

스러우며 여분의 천을 사선으로 주름위에 덧감아

활동성을 보강한 것이 흥미롭다.

장방형 사롱 중에서 가장 다양한 스타일링이

확인되는 것은 직물의 드레이프 성을 활용한 <그

림 6>14)과 같은 착용방법이다. <그림 6>은 20세

기 초 발리에서 촬영된 것으로, 장방형 사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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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레이어드 Ⅱ-1

- Textiles of Southeast

Asia, p. 178

<그림 12> 레이어드 Ⅱ-2

- Textiles of Southeast

Asia, p. 364

<그림 13> 레이어드 Ⅱ-3

- Woven Cargoes Indian

Textiles in the East, p. 103

양 끝자락을 반대방향으로 쥐어 당겨 그대로 허

리에서 묶어 고정한 것이다. 보조적인 허리끈 없

이 제 원단을 이용한 방식으로 사선으로 당겨진

밑단과 묶고 난 나머지 부분이 프릴장식처럼 늘

어져 플라운스(flounce)효과를 준다. 현재 발리

여자들의 평상복이나 여행자의 비치웨어용 사롱

으로 즐겨 사용된다.

다음은 보조적인 새시 벨트(sash belt)나 허리

띠를 이용하여 우아한 주름 효과를 주는 착용방법

이 있다. <그림 7>15)은 1970년대 티무르(Timor)

에서 촬영된 것이다. 사진의 남자는 장방형의 사

롱의 여유분을 앞 중심에서 모은 후 허리띠로 고

정하여 풍성한 주름 효과를 주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허리띠를 이용하여 사롱의 높낮이와 주름

의 간격을 조절하여 독특한 리듬감을 표현하기도

한다. 반면에 발리에서 촬영된 <그림 8>16)의 경

우, 길고 폭이 넓은 장방형 사롱을 새시 벨트로

둘러 감아 고정한 후, 새시 벨트 밑으로 사롱의

일부를 끌어 올린 것으로 주름 효과와 함께 밑단

의 변화가 주목할 만하다.

장방형 사롱의 또 다른 착용방법은 치마나 바

지 위에 덧입어 덧치마처럼 입는 방식이다. <그

림 9>17)는 힌두축제에 참가한 발리 남자로 사롱

위에 작은 장방형 사롱을 랩스커트처럼 덧입고

있다. 20세기 초, 수마트라 미낭카바우(Minang-

kabau)에서 촬영된 <그림 10>18)의 신혼부부 역

시 장방형의 사롱을 사롱 위에 덧입은 경우이나

착용방법은 <그림 9>와 매우 다르다. 사진의 신

랑신부는 줄무늬가 있는 예장용 사롱을 길이의

반 정도에서 사선으로 접은 후에 이것을 허리띠

에 끼워 드림 장식처럼 착용한 것이다.

바지 위에 사롱을 덧입는 방식은 주로 말레이

반도와 인도네시아에서 확인된다. 특히 <그림

11>19)과 같은 방식은 수마트라와 말레이 반도를

중심으로 한 이슬람 세계에서 쉽게 확인된다. 이

때 사롱의 폭은 단독으로 사용될 때보다는 비교

적 좁은 편이어서 착용 후의 길이는 무릎을 살짝

덮을 정도가 된다. 덧치마로 사용하는 사롱의 크

기와 사용된 옷감의 무늬, 주름의 유무, 고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

바지와 함께 사롱을 입는 경우는 인도네시아

중앙에 위치한 족자카르타(Yogjakarta)의 궁중예

복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2>20)는 19세기

촬영된 것으로 예장을 갖춘 족자카트라 왕조 왕

자들의 모습이다. 이들은 모두 서양에서 유래한

궁중예복과 함께 인도네시아 고유의 바틱 천을

짧은 치마처럼 두르고 있다. 이 바틱 천은 앞에

서 언급한 카인판장을 반으로 접어 착용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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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드레스 형

- Batak Clothes and

Clothing, p. 5

<그림 15> 케이프 형 1

- Splendid symbols,

p. 156

<그림 16> 케이프 형 2

- Batak Clothes and Clothing,

p. 90

다. 반면에 <그림 13>21)의 족자카르타의 술탄 하

멩쿠 부워노 7세(Hamengku Buwono Ⅶ, 1877~

1921)가 바지 위에 덧입은 크고 풍성한 형태의

사롱은 도도트(dodot)이라고 한다.22) 도도트는

길이가 3미터에서 4.5미터에 달하고 폭은 2미터

가 넘는 예장용 사롱으로23) 카인판장을 두 개 연

결한 크기이다.

장방형 사롱을 드레스형식으로 착용하는 경우

는 <그림 14>24)처럼 사롱을 가슴 위로 끌어 올린

후, 양 끝자락을 당겨 고정한 형태가 일반적이다.

수마트라 북부지역에서 20세기 초반에 촬영된

<그림 14>의 여자는 바탁 까로(Batak Karo)족으

로 이러한 차림은 이 여성이 미혼이거나 아직 출

산의 경험이 없음을 의미하였다.25)

장방형 사롱을 케이프나 맨틀로 사용하는 대표

적인 예는 인도네시아 숨바 지역의 힝기(hinggi,

hanggi)이다. 힝기는 2.5~3미터 정도의 길이에

폭은 1.2~1.3미터 정도 되는 이 지역 고유의 이

카트 직물이다.26) 처음부터 한 쌍으로 만들며

<그림 15>27)처럼 하나는 허리에 둘러 사롱으로

사용하고 하나는 어깨에 둘러 케이프처럼 걸친

다.28) 이와 비슷하게 케이프로 사용되었으나, 착

용목적이 다른 예를 <그림 16>29)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6>은 1906년 수마트라의 토바 바탁

(Toba Batak)에서 촬영된 것으로 사진 속의 여

자들은 넓은 장방형 천을 케이프처럼 두르고 있

다. 가슴을 자연스럽게 노출하거나 좁고 긴 천으

로 간신히 가리던 과거와는 달리, 하의로 사용된

사롱과 비슷한 넓은 천으로 상반신 뿐 아니라 하

체까지 완벽하게 가린 점이 독특하다. 이는 상체

노출이 일반적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노출을 꺼리

는 서구의 영향으로 나타난 변화로30) 보인다.

2. 착용방법에 따른 원통형 사롱의 유형
원통형의 사롱은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브루나

이 및 말레이 지역 등지에서 광범위하게 착용되

었으며, 현재에도 이 지역의 민속복인 동시에 일

상복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 외에도 캄보디아와

라오스 및 남중국과 태국·라오스·미얀마가 인접

한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을 비롯하여 남중국 도서

지역에서도 확인되는 사롱의 형태이다. 명칭은

다르지만, 남인도의 룽기(lungi), 미얀마의 론지

(longyi), 태국의 파신(phaa sin), 필리핀의 말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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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표현법 착용법과 스타일링 예

스커트

(skirt)

주름처리 여밈
앞 중심이나 옆선에 맞주름이나 외주름을 잡아 허리

여유분을 처리한 후 고정한다.
<그림 17, 18>

플리츠(pleats) 앞 중심이나 옆선에 아코디언 주름을 잡아 고정한다. <그림 19>

접어 올리거나 빼기
사롱의 윗부분 위로 올린 후 윗부분을 밖으로 빼거나,

반으로 접어 이중의 효과를 준다.
<그림 20, 21>

덧치마

역할

레이어드Ⅰ:

스커트+스커트
사롱이나 긴 튜닉 위에 통형의 사롱을 덧입어 장식한다. <그림 22>

레이어드Ⅱ:

바지+스커트
바지 위에 짧은 사롱을 덧입는다. <그림 23>

드레스

(dress)
묶거나 감기

새시천이나 벨트로 묶은 후, 상체에

블라우징(blousing)효과를 넣거나 주름을 잡아

드레스처럼 연출한다.

<그림 24, 25>

케이프

(cape)
걸치거나 두르기

옷과 케이프의 중간 형태나 케이프 형태로 사용한다.

간혹 베일처럼 두르기도 한다.
<그림 26, 27, 28>

<표 2> 원통형 사롱의 유형

(malong) 역시 원통형 사롱에 포함된다. 흥미로

운 점은 만다나오(Mindanao)지역을 포함한 필리

핀의 도서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malong’이라

는 용어 역시, 원통형의 치마뿐 아니라 머리쓰개,

드레스, 담요, 햇빛 가리개 및 간단한 깔개에서 포

대기, 해먹을 지칭하는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어31)

원통형 사롱의 다양한 활용법을 유추케 한다.

원통형 사롱의 가장 일반적인 착용방법은 솔기

가 꿰매진 원통형 천을 아래로부터 올려 허리에

서 외주름이나 맞주름, 아코디언 주름을 잡아 고

정하여 입는 것이다. 원통형 사롱에는 장방형 사

롱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던 소재배색이나 접어 올

리기, 블라우징(blousing) 효과와 같은 표현법이

나타나는데, 이는 원통형 사롱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표현법으로 볼 수 있다. 원통형 사롱을 용

도와 착용방법을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는 <표 2>

와 같다.

원통형 사롱에서 가장 다양한 스타일링이 확인

되는 것은 스커트 형태로 입을 때이다. 가장 일

반적인 착용방법은 <그림 17>32) 미얀마의 론지처

럼 허리에서 앞이나 옆쪽으로 맞주름 또는 외주

름을 잡아 여유분을 처리한 후 허리에 감아 고정

하는 방법이다. 경우에 따라 새시 천이나 허리띠

를 이용하기도 한다. 스커트로 입을 때에는 <그

림 18>33)처럼 허리 부분과 몸통, 밑단 부분을 다

른 색으로 배색하기도 한다. <그림 18>은 20세기

초 라오스의 루앙푸르방에서 촬영된 것이다. 사

진 속 여자는 몸통은 이카트(ikat) 직물, 허리는

얇은 실크 옷감, 밑단은 좁게 짠 이카트를 배색

한 사롱을 입고 있는데, 기본적인 형태는 <그림

17>과 같은 원통형이다. 이처럼 서로 다른 옷감

을 배색한 예복용 사롱을 타이에서는 파신이라고

한다.34)

원통형 사롱에서도 <그림 19>35)처럼 규칙적인

주름을 잡은 형태가 확인된다. <그림 19>는 타이

라마 5세(재위 1868~1910)의 왕비였던 사왕 와

타나(Sawang Watthana)의 사진으로 19세기 말

경에 촬영된 것이다. 당시에는 앞 중심에 규칙적

인 주름을 장식한 형태의 사롱은 타이왕실 예복

으로 사용되었으며, 현재는 일반인의 예복으로도

사용된다. 이러한 사롱은 금사로 짠 화려한 견직

물로 만드는데, 이것을 파눙(phaa numg)이라 한

다. 파눙은 약 3미터 길이에 폭이 90cm이 넘으

며36) 규칙적인 주름을 잡은 예장용 사롱은 파눙

의 양 솔기를 꿰매어 만든다.37)

원통형 사롱은 솔기가 바느질된 점을 이용하여

때로는 이중 스커트처럼 입기도 한다. <그림 20>38)

은 인도네시아 말라카제도 남동부에 있는 타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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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주름처리 여밈 1

- http://en.wikipedia.org

<그림 18> 주름처리

여밈 2

- The Secrets of

Southeast Asian

Textiles, p. 142

<그림 19> Pleats 형

- Textiles and the Tai

Experience In Southeast

Asia, p. 163

<그림 20> 접어 빼기

- Splendid symbols,

p. 192

르지역에서 촬영된 것이다. 사진의 여자는 원통

형 사롱의 위 부분을 밖으로 뒤집어 내어 이중치

마처럼 착용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아랫부분을

위로 올려 착용하는 예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39)은 2011년 인도 오리사(Orissa)주에서 촬영

된 것으로 사진의 인물은 원통형 사롱인 룽기

(lungi)의 밑자락을 끌어올려 두 겹으로 된 짧은

치마처럼 입고 있다.40)

원통형의 사롱 역시 치마나 바지 위에 덧입기

도 한다. 먼저 치마나 긴 튜닉, 바지를 입은 후에

원통형 사롱을 덧입는 방식으로 주로 예복으로

사용된다. 20세기 초, 수마트라 바탁 지역에 촬영

된 <그림 22>41)의 신부는 사롱 위에 금직(金織)

의 원통형 사롱을 덧입고 있다. 바지 위에 원통

형 사롱을 덧입는 형태는 현재 말레이시아의 남

자 전통복식으로 사용되는 <그림 23>42)의 바주

말라유(baju melayu)가 대표적이다.

원통형 사롱은 드레스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

림 24>와 <그림 25>는 긴 원통형 사롱을 가슴 위

까지 올려 입은 것으로 이러한 착용법은 티무르

(Timor) 및 플로레스(Flores), 로티(Roti)섬을 포

함한 누사텡가라티무르 지역과 술라웨시(Sula-

wesies)의 토라자(Toraja), 말루쿠(Maluku), 발

리, 자바 등 인도네시아 각지에서 확인된다.43)

<그림 24>44)는 티무르지역에서 촬영된 것이다.

긴 원통형 사롱을 가슴까지 끌어올려 입은 후에

허리는 벨트로, 엉덩이 부위는 얇은 끈으로 고정

한 후에 엉덩이 위치에서 길이 방향의 여유분을

위로 올려 블라우징 효과를 연출하였다. <그림

25>45) 역시 티무르지역에서 촬영된 것이나 <그림

24>보다는 좀 더 단순한 착용법을 보여주고 있

다. 사진의 여자들은 원통형 사롱을 가슴까지 끌

어 올린 사롱의 양쪽 여유분을 잘 정리한 후에

양 끝자락을 당겨 매어 고정하거나(사진 좌), 보

조적인 새시 천으로 가슴 위에서 묶은 후에 나머

지를 감아올려(사진 우) 사롱을 고정하고 있다.

원통형 사롱은 때로는 케이프나 외투처럼 사용

하기도 한다. <그림 26>46)은 누사텡가라티무르의

플로레스 섬에서 촬영된 것으로 블라우스와 함께

원통형 사롱을 입고 있는데 사롱의 일부를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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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접어 올리기

- http://en.

wikipedia.org

<그림 22> 레이어드Ⅰ

- Batak Clothes and

Clothing, p. 114

<그림 23> 레이어드 Ⅱ

- http://www.contosdemo

chila.com

<그림 24> 드레스 1

- Splendid symbols,

p. 57

<그림 25> 드레스 2

- Splendid symbols,

p. 55

<그림 26> 케이프 1

- Splendid symbols,

p. 59

<그림 27> 케이프 2

- Textiles of Southeast

Asia, p. 306

<그림 28> 케이프 3

- Batik: drawn in wax,

p. 89

에 걸쳐 고정하였다. 반면에 수마트라 미낭카바

우에서 촬영된 <그림 27>47)의 남자들은 원통형

사롱을 커다란 링처럼 한쪽 어깨에만 걸치고 오

른쪽 어깨와 팔은 노출하여 마치 케이프처럼 사

용하였다. 자바의 무슬림여자 중에는 <그림 2

8>48)처럼 원통형 사롱을 쓰개로 사용하기도 한

다. 비록 이카트와 바틱이라는 옷감의 차이가 있

으나 착용방법은 <그림 25, 26>과 유사하다.

Ⅳ. 사롱에 나타난 가변성
1. 용도의 가변
사롱에서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가변은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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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머리장식으로 활용된 사롱

- Batak Clothes and Clothing, p. 31

<그림 30> 브리프 형 사롱

- http://en.wikipedia.org

<그림 31> 승마용 사롱

- Splendid symbols, p. 60

임새, 즉 용도의 변화이다. 이는 평면적인 사롱의

구조에서 기인한 것으로 특별한 형태변화 없이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자바지역에서

스커트로 착용되는 원통형 사롱은 형태변화 없이

<그림 28>처럼 무슬림 여자의 쓰개로도 사용된

다. 또 플로렌스 섬이나 수마트라 지역에서는

<그림 26>, <그림 27>처럼 외투나 케이프로 사용

하며, 이것을 머리 위까지 끌어올려 간이침낭처

럼 사용하기도 한다.

용도의 변화는 옷의 범위를 넘어 장신구나 생

활용품까지 확대되기도 한다. 일례로 수마트라의

미낭카바우나 까로 바딱(Karo Batak)족은 <그림

29>49)처럼 장방형 사롱을 터번처럼 감아서 거대

한 머리장식을 만들기도 한다. 사진에서 오른쪽

여자는 사롱을 이용하여 머리장식을 만들고 있으

며 왼쪽이 완성된 형태이다. 이처럼 용도의 변화

에는 형태변화가 수반되기도 한다. <그림 30>50)은

미얀마의 전통 스포츠의 일종인 칭롱(chinlone)을

즐기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남자들이 입은 짧

은 브리프 형태의 바지는 사실 원통형 사롱을 변

형한 것이다. 원통형 사롱을 입은 후에 아랫자락

을 움켜쥐어 앞쪽으로 접어 올린 후에 사롱 안쪽

으로 관통시킨 후, 다시 다리 사이에서 밖으로

빼어 뒤 허리춤에 꽂아 고정하면 사진과 같은 형

태가 완성된다. 현재까지도 노동일이나 운동을

할 때 즐겨 사용하는 착용방법이기도 하다. 반면

에 숨바에서 촬영된 <그림 31>51)은 말을 타는 생

활방식에 맞게 장방형 사롱을 단단하게 감아 입

은 것으로 일반적인 힝기와는 다른 착용방법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사롱은 같은 복식이 치마 ↔ 쓰개 ↔

드레스 ↔ 케이프 ↔ 캐리어 ↔ 침구 등으로 다

양한 용도의 가변이 가능한 복식이다.

2. 기능의 가변
현대복식은 종류나 형태에 따라 추구할 수 있

는 기능이 제한되는 것에 비해, 사롱은 착용자의

추구목적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위에서 고찰한 용도의 가변에서는

도구적 기능의 하나로서, 환경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고 신체활동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물리적 기능이 동반되는 경우가 쉽게 확인된다.

사롱의 스타일링은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과거 수마트라의 바탁 지역에서는 <그림

14>와 같은 차림새는 아직 출산 전이거나 미혼임

을 뜻하였으며, 같은 사롱이라도 가슴을 노출하

고 허리까지 내려 입은 경우는 자녀가 있는 부인

임을 의미하였다. 장방형 사롱의 경우 그대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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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입으면 일상복이 되지만, <그림 4>처럼 규칙

적인 주름을 잡은 사롱은 예복인 동시에 자바지

역 출신임을 뜻한다. 또한 일반적인 사롱 위에

작은 사롱을 덧입은 <그림 9>는 착용자가 발리출

신의 힌두교인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처럼 사롱형태나 착용방법은 출신지역이나

종교, 결혼여부 등의 사회적 지위를 짐작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기도 한다.

사회적 기능과 관련된 사롱의 가변 중에서 가

장 빈도가 높은 경우는 일상복에서 예복으로, 또

는 예복에서 일상복으로의 가변일 것이다. 사람

이 입기 전에는 옷감에 불과한 사롱의 특성상,

사롱은 착용되기 전의 형태만으로는 평상복이나

예복으로의 용도를 단정하기 어려운 복식이기도

하다. 사롱이 예복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사롱

의 형태 이전에 착용자의 신분, 사용된 옷감의

종류와 문양, 구체적인 장착(裝着) 등의 모든 요

소가 조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복이

나 평상복과 상관없이 기본구조가 같기에 서양

복식과는 달리 평상복 ↔ 일상복으로의 호환이

가능한 복식이기도 하다. 이는 제작과정의 어려

움과 상징적 의미 때문에 주로 축제용 사롱에 사

용되던 이카트 천으로 만든 것을 일상복으로도

입었다는 기록을 통해서도 추정할 수 있는 부분

이다.52)

3. 디자인의 가변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사롱의 스타일링은

복식의 용도와 기능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

다. 그러나 수행하는 용도와 기능이 같은 경우라

도 세부적인 디자인에서 개인차가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림 9>나 <그림

25>의 경우처럼 동일 지역에서 같은 용도와 기능

으로 사용된 사롱임에도 불구하고 표현법의 차이

를 확인할 수 있다. 장방형 사롱을 가장 일반적

인 스커트 형으로 착용하는 경우 만하더라도 여

밈 방향, 주름 형태나 위치, 묶는 방식, 개인적인

숙련도에 따라 매우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장방형 사롱을 이용한 스커트 유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디자인의 다양성은 미적취향이나 개성

표현과 같은 개인적인 요인과 관련된 것이라 하

겠다. 개인적 요인에 의한 디자인의 가변은 사롱

의 조형적 다양성을 초래하는 또 다른 배경인 동

시에, 자기표현의 욕구와 창작의 즐거움을 충족

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Ⅴ. 결론
복식에 있어 가변성이란 착용자의 스타일링에

의해 형태나 구조가 변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

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거나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열린 구조의 디자인을 의미한다.

또한, 복식의 가변성은 변형된 스타일링에서 다

시 원형으로 복구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조건

으로 한다.

동남아시아의 대표적 전통복식으로 알려진 사

롱은 평면구조에서 출발하여 인체를 통하여 입체

적으로 표현되는 복식이다. 이러한 속성 때문에

사용한 직물의 폭과 길이, 착용방법, 옷을 고정하

는 위치에 따라 아이템의 속성과 조형성이 달라

지는 가변적 속성이 내재된 복식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속성에 주목하여 사롱의 다양

한 스타일링의 유형과 표현방법을 분석하는 과정

을 통하여 조형특성과 가변적 속성을 고찰하였다.

장방형 사롱은 구조적인 특징 때문에 모두 랩

어라운드(wrap-around)방식이 일반적이었으나, 여

밈 처리와 고정방법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링이

확인되었다. 특히 스커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세부적인 표현에 따른 다양한 스타일링이 관찰되

었다. 가장 기본적인 착용방법인 둘러 감아 고정

하기 외에도 규칙적인 주름 효과, 플라운스 효과,

우아한 드레퍼리 효과 등의 연출방법이 관찰되었

으며, 그 외에도 바지나 다른 사롱과 조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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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적인 덧치마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원통형 사롱의 가장 일반적인 착용방법은 사롱

을 아래로부터 위로 올려 허리에서 외주름이나

맞주름, 아코디언 주름을 잡아 스커트 용도로 사

용하는 것이었다. 스커트 용도의 원통형 사롱에

는 장방형 사롱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던 소재배

색, 두 겹으로 접어 올리거나 위로 빼어 뒤집는

등의 표현법도 확인되었는데, 이는 원통형이라는

구조적 특성에 의한 것이다. 드레스 형태에서 관

찰된 브라우징(blousing) 효과 역시 원통형 구조

이기에 가능한 표현법이라 하겠다. 원통형 사롱

역시 바지나 튜닉, 다른 사롱과 조합되어 덧치마

의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사롱에서 관찰된 가변적 속성은 크게 용도의

가변과 기능의 가변, 그리고 디자인의 가변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용도의 가변으로, 같은 사롱이라도 착

용자의 추구목적이나 상황에 따라 쓰임새가 달라

지는 경우이다. 대개 스커트 용도로 사용되는 원

통형 사롱은 머리에 쓰면 쓰개로, 어깨에 걸치면

외투나 케이프의 용도로도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용도의 변화는 형태적 변화를 수반하기도

한다. 원통형 론지를 브리프처럼 감아 운동복으

로 사용하는 미얀마나 사롱을 터번처럼 감아 머

리장식을 만드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의 경우가

그러하다. 착용 목적의 차이는 착용방식의 변화

를 초래하였고, 그 결과는 복식아이템의 속성과

복식 용도의 변화라 하겠다.

둘째는 기능의 가변으로 주로 도구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의 변화가 동시에 고찰되었다.

도구적 기능은 용도의 가변과 관련된 경우가

많았다. 같은 사롱이 치마 ↔ 쓰개 ↔ 드레스 ↔

케이프 ↔ 캐리어 ↔ 침구 등으로 용도를 변할

수 있다는 점은 환경 변화에 맞게 복식의 물리적

기능이 가변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사회적 기능은 대체로 착용자의 사회적 지위나

상황적 변화와 함께 확인되었다. 다른 전통복식

과 마찬가지로 사롱 역시, 착용자의 사회적 지위

나 그가 속한 지역, 종교, 혼인 여부 등을 간접적

으로 상징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사롱은 일상복

과 예복 간의 가변이 가능한 복식이다. 이는 웨

딩드레스나 이브닝드레스처럼 특수한 사회적 기

능을 수행하는 복식은 일상복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현대복식과는 다른 점이기도 하다. 이처

럼 사롱은 도구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의 가변이

동시에 가능한 독특한 가변성을 지닌 복식이다.

셋째는 디자인의 가변이다. 디자인의 가변은

사롱의 용도와 기능의 가변을 비롯한 전 과정에

서 관찰된 것이나, 같은 용도와 기능을 추구한

경우라도 개인에 따라 세부적인 스타일링의 차이

가 고찰된다. 이러한 스타일링이나 착용방법의

변화를 통한 외형의 변화는 착용자의 개성이나

미적 취향과 관련된 문제일 것이다. 개인적 요인

에 의한 스타일링의 변화는 조형적 다양성의 또

다른 배경인 동시에 자기표현의 욕구를 충족시키

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처럼 사롱의 가변성은 단순한 외형의 변화뿐

아니라 용도와 기능, 디자인의 변화를 통하여 다

목적이며 다기능적인 속성을 가지며, 기능과 형

태에서 많은 제한점이 있는 서양 복식과는 다른

가변성적 특성을 보인다.

본 연구는 사롱의 조형성과 가변성이라는 연구

목적에 충실하기 위하여, 개별복식의 역사적, 사

회 문화적 배경이나 직물 특성, 문양, 표면장식

등에 관한 것은 검토하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있

다. 앞으로 이러한 세부 사항에 관한 후속연구를

기대해 보며, 동시에 본 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전통복식의 다양성과 조형적 특성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앞으로 전통복

식의 가변성과 조형성을 포함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이러한 연구들이 복식에 대한 새로운

시각 제시와 함께 현대적 디자인 창출에 도움이

되는 결과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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