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int ISSN 1229-6880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Online ISSN 2287-7827

Vol. 64, No. 4 (June 2014) pp. 131-149 http://dx.doi.org/10.7233/jksc.2014.64.4.131

중국 티베트 복식문화 특성을 활용한 패션디자인 연구

진 추 기․서 승 희⁺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석사․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부교수⁺ 

Study� on� the� Fashion� Design� by� Utilizing�

the� China’s� Tibetan� Dress� Culture

Qiu-Qi� Chen․Seung-Hee� Suh⁺ 
Master, Dept. of Fashion Design, Sungkyunkwan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Sungkyunkwan University⁺ 
(투고일: 2014. 2. 18, 심사(수정)일: 2014. 2. 24, 게재확정일: 2014. 5. 7)

ABSTRACT1)

Tibetans are one of the ethnic Chinese minorities, and this research examined the character-
istics and features of their traditional costumes by investigating their historical, geographical and 
cultural background. This research also examined the cultural elements according to their charac-
teristics based on Tibet’s nature, religion, arts culture such as the Jang-po, Chin-sam, Kam-kjun 
and belts, which are used to fix the costumes. Based on such studies the traditional Tibetan cos-
tumes were set as a motif and were expressed appropriately into a contemporary style. By study-
ing the composition of its costumes and its costume cultu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Tibetan cos-
tumes could be classified into four features. First, the ‘variability of form’ expresses a new type 
depending on how it is worn. Second, the ‘color contrast’ shows a strong visual contrast. Third, 
the ‘difference of materials’ combines different materials into one. Fourth, the ‘symbolic meaning’ 
grants meaning to the wearer. As a result of this study, by us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Tibetan nature culture, religion culture and art culture as a basis, two suits of clothes for each 
characteristics and six suits of clothes were produced as a fashion design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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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1세기 이후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유지하

면서 미국과 함께 세계 정치, 경제의 중심지로 주목

을 받고 있으며, 중국의 경제 성장은 중국의 문화적

영향력 또한 확대시킴으로써 중국의 건축과 예술뿐만

아니라 전통복식에 대한 관심으로 증대되고 있다. 중

국은 인구의 90% 이상이 한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머지 약 8.5%의 인구는 55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

어져있는데1) 현대화 물결 속에서 자신들만의 문화적

정통성을 지켜나가는 이들 소수민족의 전통문화는 중

국의 중요한 문화적 가치와 자산이 되고 있다.

소수민족 중에서도 특히 티베트족은 유구한 역사

와 전통문화를 지니고 있으며 독특한 자연환경과 광

범위한 인구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고유한 언

어와 문자를 가지고 있는데, 티베트어는 티베트족뿐

만 아니라 네팔, 부탄, 인도, 카슈미르, 방글라데시

등 주변 국가들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소수

민족보다 티베트의 전통문화는 폭넓게 전개되어 있

다. 또한 티베트족이 생활하는 티베트 고원은 인간의

생존조건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티베트족 사람

들은 자연에 순응하며 독특한 민족문화를 만들어나

가고 있으며, 티베트족의 생활방식, 종교, 지리적인

환경, 기후조건, 예술전통 등은 그들의 복식에 충분

히 반영되어 있다.2) 따라서 티베트족의 복식은 전통

적으로 사회문화의 규격화된 틀을 반영하는 의미로

서의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복식과

문화와의 관계를 순수하게 반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기에 특수한 문화적 환경이 반영된 복식을 분석하

고자 하는 연구의 취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티베트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티베트 자연환경에

관한 연구3)4), 종교를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5)6)7)

8)9)10), 티베트 예술에 관한 연구11)12)13)14), 티베트

복식에 관한 연구15)16)17)18) 등이 있다. 특히 티베트

복식에 관한 연구에서는 티베트문화와 복식에 대한

고찰을 통해 현대적인 감각의 패션디자인을 개발, 제

시한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독특한 티베트 문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티베트 복식의 특징을 파악하고,

전통복식의 형식에서 벗어나 현대패션과 접목한 새

로운 패션디자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가장 직관적이

고 표현력이 있는 문화 기호라 할 수 있는 복식을

통해 티베트의 문화를 좀 더 대중적으로 소개하고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하며 나아가 중국

소수민족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연구의 의

의를 둔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사례조사, 작품제작을 중

심으로 이루어졌는데, 문헌연구는 티베트관련 서적

및 논문을 통하여 진행되었으며, 사례분석은 티베트

관련 사이트인 중국 티베트 사이트(tibet.cn), 티베트

뉴스 사이트(tibet.news.cn), 티베트 문화 사이트

(tibetculture.net), 티베트 탕카 사이트(52tangka.net),

그리고 중국 사이트인 중국 불교 사이트(foyin.com),

중국 경제 사이트(ce.cn), 중국 인민 사이트(people.

com.cn), 중국 방송 사이트(cnr.cn), 중국 국제 방송

사이트(gb.cri.cn) 등을 바탕으로, 문헌자료 조사와

함께 병행되었다. 이들 티베트 관련 사이트는 중국에

서 공신력을 가지고 있으며 티베트 정보에 대해 가

장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판

단되었다.

티베트족은 고원 전체에 걸쳐 살고 있으며 중국의

청해, 감숙, 사천, 운남성 등지에도 거주하는데 특히

서장 자치구에 가장 집중되어 분포하기에19) 본 연구

에서는 서장 자치구에 거주하고 있는 티베트족을 연

구 범위로 제한하였다.

Ⅱ. 티베트의 문화와 복식에 대한 고찰
1. 티베트의 문화에 관한 고찰
티베트는 지리적으로 히말라야 산맥의 북측인 중

국서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 사천성(四川

省), 남동쪽으로 운남성(雲南省), 북동쪽으로 청해성

(青海省), 북서쪽으로 신강자치구(新疆自治區), 남쪽

으로 인도, 부탄, 네팔 등과 접해 있다.20) 1965년 이

후 티베트는 중국 자치구 중의 하나로 지정되었으며,

정식 행정명은 서장 자치구이고, 중국 전체로 보면

신강자치구 다음으로 넓은 자치구이다.21)



중국 티베트 복식문화 특성을 활용한 패션디자인 연구

- 133 -

티벳족은 오늘날까지 독특한 전통문화를 유지하고

있는 민족으로서, 그들의 복식은 그들만의 문화 속에

서 형성된 특징을 보여주고 있기에 문화적 요소에

영향을 받은 티베트 복식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티베

트의 문화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티베트의 문화를 크게 자연문화, 종교문화, 그

리고 예술문화로 분류하여 고찰해보았다.

1) 티베트의 자연문화

티베트 고원은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맥과 모래사

막, 광대한 골짜기, 비옥한 평원, 나무가 빽빽한 계곡,

나무가 없는 고평원 등지에 걸쳐 있어 저지대 가운

데 우뚝 서 있는 섬을 연상케 한다. 고원의 남부는

히말라야산맥이 감싸고, 파미르고원과 힌두쿠시

(Hindu Kush) 산맥이 서쪽 변방을 덮고 있으며, 쿤

룬산맥이 북부의 경계를 에워싸고 있다. 또한 지구

최대의 강 중 다섯 개의 강인, 메콩, 살윈, 창포, 황

허, 양쯔 강이 티베트 고원에서부터 시작된다.22)

티베트 고원은 남북극에 이은 지구의 ‘제3극’의 땅

이라 불리는데, 이 ‘제3극’ 이란 단어는 남극, 북극에

이은 또 다른 극지라는 뜻으로 공기 중의 산소가 희

박하고 땅은 광활한 불모지여서, 인간은 물론이고 식

물조차도 생존하기 어렵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23)

또한, 만년설이 덮인 산봉우리에 둘러싸여 있어 지금

도 인간의 접근이 쉽지 않은 고원이다.24)

티베트의 기후는 남북차이가 있는데 북부는 한랭

건조하며, 일 년 평균 온도가 영하2도이며, 천둥, 우

뢰, 우박이 많다. 반면 티베트 남부는 비교적 온난하

고 습하며, 일 년 평균온도가 8도정도 되며, 밤에 비

가 많이 온다. 건기(乾期)는 11월부터 다음 해 5월까

지로 이 기간 중에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 바람이 세

게 분다.25) 종합적으로 이곳 기후는 건조하고 기온이

낮으며 주야(晝夜)의 일교차가 매우 크고 태양 복사

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26)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티베트 중부의 비교적 낮은

계곡에서 티벳인들은 추위에 강한 보리 품종을 개발

하여 경작하며 야크(yak)와 양 등을 목축하는 높은

지대의 유목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

다.27) 이러한 티베트의 풍토 때문에 티벳인의 생활은

이중적인 형태를 취하게 되었는데, 계절적 순환 속에

서 동일한 집단을 형성하고 때로는 두 집단이 공존

하면서 살아가기도 한다. 따라서 티베트는 지형적으

로나 기후적으로 인간이 거주하기 힘든 극지의 조건

속에서 고유의 독특한 자연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것

이다.

2) 티베트의 종교문화

티베트인에게 있어 종교는 그들 삶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티베트종교에

서 역사적으로 본교와 라마교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

지는데, 먼저 본교는 티베트의 오래된 원시종교로서

티베트 민족의 토착 문화이다. 본교가 숭배하는 대상

은 하늘, 땅, 해, 달, 천둥, 우박, 산, 돌 등 자연물로,

고대 티베트인들은 자연물에서 신령이 깃들어 있어

서 그들이 재난과 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었다.

오늘날 티베트인들의 습관과 생활방식은 이러한 자

연물을 숭상하는 본교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데, 신

령한 산을 돌아보고, 신령한 호수를 참배하며, 돌무

더기를 쌓아 올린 등 자연을 숭배하는 기복방식이

그것이다.28)

불교가 전해지지 이전에 티베트에 존재했던 본교

는 8세기 중엽부터 통치 지위를 점차 상실하게 되었

는데 자생적으로 생겨난 본교보다 구체적이고 논리

적인 불교가 더욱 와 닿으면서29) 티베트의 불교는

모든 제도와 삶을 이끌게 되었다. 티베트의 대승불교

는 티베트불교를 받아들였던 몽골과 인도지역인 시

킴, 부탄을 제외하고 동아시아의 다른 대승불교와는

구별되는 특유한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이 형태는

라마교라고도 불리는데, 이것은 라마가 주도적 역할

을 하기 때문이다.30) 티베트족이 신봉하고 있는 라마

교는 인도에서 전파된 불교와 본교의 몇몇 교의(敎

義)및 의식(儀式)이 융합되어 만들어진 티베트 지역

색이 짙은 종교로, 티베트의 문화와 풍속습관에 깊은

영향을 주는 티베트 문화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

다.31)

티베트불교는 초반에는 인도에서 영향을 받았고,

중국, 한국, 일본의 불교와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극동 아시아 3국의 불교가 불교용어로 성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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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오체투지하는 모습

- http://gb.cri.cn

<그림 2> 탕카

- http://baike.baidu.com

<그림 3> 민간가무

- 藏戏歌舞, p. 138
<그림 4> 궁중가무

- http://info.tibet.cn

즉 자기완성을 직접적인 목표를 삼는 것에 비해 티

베트불교는 스스로를 위하여 열반을 추구하지 않으

며 타인의 무한한 안녕을 비는 이타적인 부처를 추

구한다.32)

티베트인들에게는 독특한 종교적 생활방식이 있는

데 대부분 티베트인들은 평생 동안 많은 시간을 마

음의 고향 라싸에서 그들의 기도방식인 오체투지(五

體投地)를 한다. 오체투지의 방식은 낡은 비닐 앞치

마와 목제 장갑과 무릎보호대를 착용하고 기도 자세

로 손을 모은 채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어 몸을

쭉 피고 엎드린 후 이마를 땅에 대고는 다시 일어나

는 것이다<그림 1>33).34) 티베트인들은 평생 동안 이

러한 기도를 약 10만 번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티베트인들에게 있어 종교는 곧 그들의 생활이며 종

교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

3) 티베트의 예술문화

티베트에서 예술은 언어 수사학이나 논리학보다

더 높고 어려운 단계이며, 예술가의 역할은 기술 숙

련자인 장인에 그치지 않고 모든 학문과 철학을 넘

어서 차원 높은 곳을 향하는 정식적 구도자이다. 이

것이 바로 티베트인들의 예술관이며,35) 티베트 예술

의 특징과 가치는 독특하고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유일하다는 것은 불교가 고향인 인도에서는 이미 오

래전에 사라져서 인도 후기 불교예술의 전통이 남북

방 불교권 어디에도 전해지지 않고 오직 티베트에만

남아있다는 것과, 나아가 그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서

독특한 예술세계를 이룩한 데 있다고 하겠다. 이 점

때문에 세계는 티베트 예술을 주목하는 것이다.36)

티베트의 회화예술은 불교가 전래되면서 본격적으

로 시작되었는데 티베트의 미술에 대해 알려져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종교적인 것이다. 화가들과 조각

가들은 주로 승려이며, 그들을 가리켜 ‘신을 그리는

자’ 또는 ‘신을 만드는 자’라고 한다.37)

탱화의 어원이 되는 ‘탕카[唐卡]’는 티베트 민족

문화의 특색을 가장 잘 보여 주는 회화 형식으로, '

두루마리' 형태로 만들어져 필요할 때는 벽에서 걸어

놓고 펴서 감상하는 그림 형태를 말한다<그림 2>

38).39) 탕카의 형태는 티베트 유목부락의 생활과 관

련성이 있는데, 티베트족이 넓고 거친 고원에서 호수

와 목초지를 따라서 살기 때문에 한 권으로 말 수

있는 탕카는 휴대하는 사원이라고 할 수 있다. 탕카

는 조각상보다 가볍고, 벽화와도 다르며 어디든지 가

지고 다닐 수 있기에 텐트에 걸거나 나뭇가지위에

걸더라도 어떤 상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탕카는 단

지 펴놓고 감상하는 예술적 기능만이 있는 것은 아

니라 종교적 평면예술의 하나로서 그 내용은 티베트

인이 숭배하는 모든 불교신앙과도 관련되는데,40) 그

외에도 역사적 인물이나 민간전설, 민속유희도, 의약

학도, 천체천문도, 산수풍경 등도 적지 않은 분량을

차지하기에 티베트를 이해하기 위한 ‘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다.41)

한편, 가무(歌舞)는 티베트인들의 삶과 직접적으

로 맞닿아있는 예술형식이자 실외에서 즐기는 대표

적인 놀이문화이다. 티베트가무는 크게 3가지로 구분

할 수 있는데, 남녀가 같이 모여 손을 잡고 둥근 원

을 이루어 돌아가면서 노래 부르며 춤추는 오락적인

군무인 <그림 3>42)의 민간가무, 불교 고승이 예술의

형식으로 불교의 의식을 홍보하며 귀신을 쫓고 신령

을 영접하는 종교가무, 그리고 티베트 궁정에서 귀족

들을 위해 공연된 전문적이고 고전적인 의식의 가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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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양 소매를 다 입는

상태의 장포

- 西藏服飾, p. 157

<그림 6> 우측 소매를 내린

상태의 장포

- 西藏服飾, p. 161

<그림 7> 양 소매를 다 내린

상태의 장포

- 西藏服飾, p. 209

<그림 8> 방전

- http://www.cnr.cn

<그림 9> 비단 요대

- 西藏服飾, p. 64

<그림 10> 가죽 요대

- 藏族服裝史, 图 63

<그림 11> 금속 요대

- 중국소수 민족과 복식, p. 98

인 <그림 4>43)의 궁중가무로 나뉘어진다.44)

2. 티베트 복식과 문화
1) 티베트 복식의 구성

티베트족의 전통 복식의 스타일은 남녀, 지역, 소

재, 계절, 명절의 구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하

지만 기본적인 형태는 대체로 비슷하다. 티베트 전통

복식은 대략 다섯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상의

인 장포, 친삼, 감견, 하의인 방전, 그리고 의복을 고

정하는 요대를 구성되었다. 일반적으로 소매가 긴 친

삼(襯衫)을 입고 겉에 오른쪽 여밈의 품이 넉넉한

장포를 입으며, 요대를 묶고 장화를 신는다.45)

장포는 상하로 연결되는 통형(筒形)의 긴 도포로,

티베트족만 착용하는 대표적인 의복이며, 전국시대

(戰國時代)부터 형성된 것으로 고원민족의 특징을

그대로 이어받아 착용하고 있어 티베트족의 생활습

관과 풍속을 잘 반영하고 있다. 장포는 날씨와 장소

에 따라 입는 형태가 3가지로 나뉘는데, 장포를 완전

히 착용한 형태인 <그림 5>46), 우측 소매만 내린 형

태인 <그림 6>47), 양쪽 소매를 모두 내린 형태인 <그

림 7>48)을 볼 수 있다.

친삼은 티베트 남녀 모두 착용하는 상의의 일종으

로 장포나 감견 속에 입으며 티베트 의복 중 중요한

구성 아이템이다. 대부분 얇은 비단으로 만들어지며,

긴 소매, 세운 옷깃[高領], 큰 옷깃[大襟]이 특징인

데, 특히 소매가 손끝에서 40cm가 더 길게 늘어져

있어 평상시에는 말아 올리고 무도(舞蹈)시에는 늘

어뜨린다.49)

감견은 일종의 조끼로서, 티베트인들은 보통 친삼

을 먼저 입고 다음에 감견을 입고 마지막에 장포를

입는다. 티베트 감견은 일반적인 자카트 무늬와 금직

원단으로 만들어져 색채가 산뜻하고 아름다워, 등을

보호해주는 실용적인 목적으로뿐만 아니라 장식적인

목적으로 입혀진다.50)

방전은 티베트 여성이 착용하는 장식용 앞치마의



服飾 第64卷 4號

- 136 -

일종으로, 대부분 방전은 가로 줄 문양이 있는 다양

한 무지개 색상의 면, 양모직, 견사로 만들어지거나,

홍, 남색의 가로 무늬를 위주로 다른 색채의 무늬가

반복적으로 더해져서 아름다운 도안으로 직조된다

<그림 8>51).52) 사람들은 방전을 티베트족 부녀의 ‘허

리의 무지개’라고 부르고 이는 신령의 광휘(光輝)라

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데, 티베트 부녀의 장식뿐만

아니라 여성의 성장을 의미하기도 한다.53)

요대는 허리띠의 일종으로서, 티베트 장포에서는

단추가 없기 때문에 착용 시 요대를 사용한다. 소재

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비단, 가죽, 금속으로 구

분되는데, <그림 9>54)의 비단요대는 비단 양 끝에 술

을 풀어 2-4m 정도의 길이를 허리에 돌려 묶는 형태

이며, <그림 10>55)의 가죽요대는 남성들이 착용하고,

<그림 11>56)의 금속요대는 상서로운 무늬를 조각하

여 넣어 명절이나 특별한 모임시 착용된다.57)

2) 티베트 문화와 복식

(1) 자연문화와 복식

티베트는 유목 지역과 농업 지역으로 나뉘고, 밤

낮의 기온차가 10℃~20℃정도로 커서 하루에도 4계

절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과 날씨의 차이는

의복 재질과 입는 형식을 결정하며, 변화무쌍하고 거

친 티베트의 자연환경은 티베트 복식의 다양한 재질

의 소재 사용을 가져왔다.

대표적으로 장포는 티베트인의 생활환경에서 자연

스럽게 나온 복식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유목지역

과 농업지역의 복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유목지역의

복식은 안감도 가죽으로 되어 있는 형태이며, 모피나

양 가죽으로 된 장포를 입는다. 이는 가죽이 다른 소

재보다 내구성과 보온성, 그리고 기능성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목지역은 자외선이 강해서 유목

민들은 대부분 모자를 착용하며 목초와 수원의 변화

에 따라서 자주 이사를 해야 하기에 귀중한 모피, 모

든 장식품을 착용하고 다니는 경향이 있다.58) 반면

농업 지역은 유목지역보다 따뜻한 계곡지구가 많아

비교적 얇은 홑겹의 의복을 주로 착용하는데, 얇은

홑적삼을 입고 겉에는 넓고 큰 장포를 입어서 허리

띠를 맨다. 티베트인들은 기온이 올라갈 때는 장포의

한 쪽 소매를 걷어 내리기도 하고 혹은 양쪽 소매를

모두 내려 허리에 둘러 묶기도 한다.59) 유목지역의

복식은 거칠고 스타일이 단순한 반면 농업지역의 복

식은 섬세하고 스타일이 비교적 다양하며 지역마다

차이는 있으나, 보편적으로 원단이 두툼하고 전체적

으로 넓고 크다는 특징은 거의 같다.

(2) 종교문화와 복식

13세기부터 불교는 티베트인들의 의식과 문화를

지배하였다. 티베트의 역사는 티베트의 불교사를 의

미할 정도로 불교는 역사 속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

게 되었고,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복식도 예외는 아니었다.60) 불교의 전파는 티베트인

의 생활과 관념에 큰 영향을 주어 부처에 대한 존경

과 불교에 대한 신앙을 의식과 행동으로 가져왔으며

복식에서 자연스럽게 가사를 입은 부처의 형상과 연

결시켜 종교에 대한 정성을 표현하고자 하였는데,

1959년 이전까지 티베트 인구의 10%가 승려복을 착

용하였다.61)

티베트 종교문화가 반영된 티베트 복식의 특징은

주로 승려 복식에서 나타나는데, 승복은 상의인 감견

과 하의인 복군(蝠裙), 그리고 그 위에 입혀지는 신

장의 2배 반 정도의 가사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1

2>62). 승려의 감견은 카라, 소매, 그리고 옷의 주름에

서 코끼리의 모양을 모티브로 하였는데<그림 13>63)

이는 코끼리가 동물 중 가장 큰 체형을 가지고 있어

우월한 능력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상징하기 때문

이다. 승려의 복군은 요대로 묶어 일반적인 치마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지며 치마의 양쪽에 주름이 있다

<그림 14>64). 인도에서 사계절의 평상복으로 착용되

는 가사는 티베트에 전래되면서 불교의식 및 법회

때 어깨 위에 걸치는 의식복으로 사용되었다.65)

티베트에서는 세상을 구성하는 가장 주요한 5가지

색을 오방색이라고 여겨 각 색깔마다 의미를 부여하

는데,66) 흰색, 파랑색, 빨강색, 노란색, 녹색, 이 5가

지 고 순도의 색은 본교의 5종 본원의 상징으로 후

에 불교에서 응용되어 종교적 상징 의미를 지니고

있다. 흰색은 구름의 상징이며 순수하고 상서로운 의

미가 있으며, 파랑색은 불교문화에서 위엄, 분노,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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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승복

- http://www.people.com.cn

<그림 13> 라마승의 감견

- 藏族服裝史, 图 72

<그림 14> 복군

- http://www.foyin.com

<그림 15> 등에 장식된

융중 문양

- http://www.ce.cn

육의 의미를 지니지만 풍요로운 삶을 기원하는 의미

로 착용되는 색이다. 빨강색은 불교문화에서는 권세

의 상징이고 라마 승려들이 많이 착용하며, 노란색은

번성과 자산을 의미하는 종교의 상징색으로 주로 지

위에 있는 승려들이 착용한다. 또한 녹색은 평민들의

색채이고 불교문화에서는 사업의 상징이다. 그 외 검

정색은 본교에서는 어두움, 공포, 야만적인 뜻을 내

포하는 반면, 불교사원의 호법신령(護法神靈)은 검정

색을 착용함으로서 사악한 세력을 제압한다는 의미

를 가지고 있기에 검정색 복식을 착용하면 호법신령

이 보호해준다고 상징적으로 믿는다.67)

티베트의 대다수의 복식 문양은 불교 장식 문양에

서 유래되어 지금까지 불교의 기본적 이념이 계승되

고 있는데, 대표적인 문양인 융중(雍仲), 팔보길상도

(八寶吉祥圖) 등은 장엄하고 우아함을 내포하고 있

다. 본교에서 나오는 <그림 15>68)의 만자(卍 혹은

卐)와 십자(十)를 티베트어로‘융중’이라 일컫는데 견

고함을 의미하기도 하고 불과 태양을 상징하여 끝없

는 윤회를 의미하기도 한다.69) 본교의 의식형태를 대

표하는 도형인 길상 팔보(八寶)는 8가지의 상서로운

모티브로 티베트 예술에 자주 등장한다.

티베트인들은 복식을 통하여 종교의 상징적인 기

본정신을 계승하고 복을 추구하며 재해를 피하고자

하는 심리적인 소망을 표현한다. 티베트 복식의 시각

적인 이미지가 정신적인 의미로 승화되어진 것이다.

(3) 예술문화와 복식

탕카에서 볼 수 있는 복식 스타일은 티베트 승려

와 티베트인들의 복식 스타일과 유사하며 도안 색채

와 문양 또한 티베트 복식이나 장식에서 많이 볼 수

있다. 특히 탕카는 다른 나라의 회화와는 달리 화려

한 원색을 사용하였으며, 티베트 복식의 색채 선호도

와도 일치하는데, 같은 색채를 톤별로 배열하거나 여

러 색채를 배열하여 선명하고 강렬한 색채를 대비시

켜 주는 특징이 있다. 예컨대 빨강과 녹색, 흰색과

검은색, 노랑과 파랑색과 같은 강한 대비는 사람들에

게 선명하고 강렬하게 인식된다.

또 하나의 예술형식인 티베트 무도는 일상적인 생

활모습 중 하나인데, 평상복의 형태에서 약간의 변화

를 준 복식으로 장포 왼쪽소매를 내리고 허리를 타

이트하게 묶으며 친삼 소매를 길게 늘어뜨린다. 무도

시 날려 올라가는 긴 소매, 치맛자락이 바람에 나풀

거리는 <그림 16>70)의 모습은 가무를 통해 예술과

삶이 하나 된 티베트인의 문화가 복식에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71)

Ⅲ. 티베트 복식의 특성
문화적 요소에 영향을 받은 티베트 복식은 티베트

만의 독특한 복식문화를 보여주는데, 본 연구에서는

티베트 복식의 특성을 크게 형태의 가변성, 색채의

대비성, 소재의 이질성, 의미의 상징성으로 분류하였

다.

1. 형태의 가변성
티베트 복식의 대표적인 외투인 장포는, 서양 복

식이 몸에 맞게 입체적으로 구성되는 것과는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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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무도 시 친삼의

소매 형태

- http://baike.baidu.com

<그림 17> 소매를 묶은 상태인 남성

장포

- 西藏服飾, p. 58

<그림 18> 다양한 기능성을 가진 장포

- 西藏服飾, p. 160

평면적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착용자의 신체와 완

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복식을 착용하는 사

람의 체형에 따라 형태가 달라 보이며 착용자가 요

대의 느슨함과 팽팽함의 정도를 조절함에 따라 옷의

모습이 다양하게 연출되고 또한 움직임에 따라 복식

의 부드러운 곡선과 형태감 있는 주름이 나타나는데,

이는 티베트 복식의 형태의 가변성을 보여준다. 특히

장포는 고산 지대의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한

곳에 머무르지 않은 유목생활에 맞추어 한 가지 옷

을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성이 강조된

다.72)

티베트의 전통에 따라 불당(佛堂)과 사원에 들어

갈 때, 보살을 존경하는 의미로 양쪽 소매 모두 입어

야 하나 평소에는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노동을

할 때나 날씨가 더울 때는 양쪽 혹은 한쪽 어깨를

드러내며, 두 소매와 긴 허리띠로 장포 윗부분의 허

리에 둘러 묶는다. 이때 남성들은 소매 매듭을 앞쪽

으로 묶고<그림 17>73), 여성들은 뒤쪽으로 묶는다.

오른쪽 소매를 내리며 만들어진 넓은 왼쪽 가슴 부

위가 주머니가 되어 낮에는 음식, 생활필수품 등을

휴대하거나 혹은 아이를 담을 수 있도록 한다<그림

18>74).75) 밤에 잘 때 장포는 남자와 여자 모두 품과

소매가 매우 헐렁하며 이를 요대로 묶어 고정하는데

요대만 풀면 위에 언급했듯이 바로 침구의 역할도

한다.76)

한편, 친삼은 소매가 매우 길어 손끝에서 40cm가

더 늘어져 있어 평상시에는 말아 올리고 무도(舞蹈)

시에는 늘어뜨리는데, 이는 체온 조절과 더불어 상황

에 따라 복식의 형태에 변화를 주어 연출할 수 있는

실용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장포나 친삼과 같은 티베

트 복식을 통해 형태의 가변성을 확인할 수 있다.

2. 색채의 대비성
티베트인들은 종교적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 순도

높은 검정색, 빨강색, 노란색, 흰색, 파랑색, 녹색의

오방색을 선호하는데, 복식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반

영되어 빨강색과 녹색, 노란색과 파랑색, 검은색과

흰색의 순도 강한 대비색의 조합과 함께 금색, 흰색,

검정색, 복합색 등의 중간색을 더하고 반복적으로 직

조하여 티베트 특유의 복식을 만들어낸다. 특히 가무

시 착용되는 방전은 색채대비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

는데, 색채가 대비된 이러한 전통 복식은 티베트인들

의 독특한 심미관을 형성한다.

만년설이 덮인 황량한 티베트고원과 대조적으로

티베트복식은 풍부한 색채 대비를 형성하는데 이러

한 강한 색채는 아름다운 도안뿐만 아니라 종교적

자연숭배의 성스러운 의미를 담고 있다. 즉, 티베트

인들은 생활의 희망을 다양한 색채가 반복되는 평면

직물로 표현하였다.77)

3. 소재의 이질성
티베트 복식의 소재는 모직물, 주단, 가죽, 모피,

금속 등으로 다양하며 주로 조합되어 사용되는 경우

가 많다. 예컨대, 방전을 화려하게 하기 위해 가장자

리를 금색 주단으로 장식하며, 또한 가죽 요대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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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에 금, 은, 동 등의 금속으로 장식하고, 금속요대는

백은과 동으로 만들어 그 위에 산호(珊瑚), 송석(松

石), 마노(瑪瑙)등 보석을 끼워 넣어 장식하였다. 모

피의 자연적인 무늬가 이상적인 장식이 되기도 하는

데 명절 때는 특히 화려하게 하기 위해 다른 여러

소재와 조합하여 착용되기도 한다.

티베트 복식에는 옷에 소매, 카라, 옷의 가장자리

부분에 주단과 같은 소재로 장식된 것이 많은데, 이

는 7세기 송첸 캄포시대, 문성 공주가 당나라에서 화

려한 주단을 가져오면서부터 주단이 티베트 복식의

변화를 가져와 티베트 단색 소재의 복식에 소매, 카

라, 옷의 가장자리 부분에 화려한 주단으로 장식하며

오늘날까지 계승되었기 때문이다.78)

종합적으로 볼 때, 티베트 복식의 소재는 얇은 것

과 두꺼운 것, 화려한 것과 소박한 것, 매끄러운 것

과 거친 것, 광택이 있는 것과 광택이 없는 것, 딱딱

한 것과 부드러운 것의 서로 다른 재질의 소재를 다

양하게 조합하여 조화를 이루며 사용되고 있다.

4. 의미의 상징성
티베트 전통 복식은 단지 의복으로서의 기능뿐만

이 아니라, 복식의 소재, 색, 문양, 장식에 따라 성별,

계절, 신분, 지역, 연령, 결혼 여부 등 그 속의 또 다

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예컨대, 용은 성스러운 동

물로 여겨져, 복식에 있어 용 문양은 부유와 고귀한

권력의 상징이고 과거에는 귀족의 상징이었다. 복식

에서의 사슴, 새, 산, 물 등의 문양은 장수(長壽)를

기원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종교의 융중, 팔보 길상

문양은 장엄하고 우아함을 내포하는데, 융중문양은

윤회를, 팔보문양은 상서로움을 상징한다.

오방색은 우주의 모든 색채를 내포하는 의미를 지

니는데, 특히 검정색은 사악한 세력을 제압한다는 뜻

으로 검정색 복식을 착용하면 호법신령이 보호해준

다고 믿긴다. 흰색 ‘합달(哈達)'은 자신의 순결과 성

심의 표시로 사용되어 상대방의 목에 걸어 늘어뜨리

면 우호의 의미를 상징한다.79)

승려복은 청나라 시대 때 홍색과 노란색으로 정해

졌으나, 사회 발전에 따라 승려복식도 달라져 소재,

색, 재료와 액세서리로 승려의 지위를 구별하였다.

예를 들어 홍색, 황색, 남색, 녹색, 자색의 오색 주단

은 높은 승려가 사용하였고, 승려의 가사는 계급에

따라 금, 은 실로 짠 주단도 사용하였다.

또한 가무 시 가무복식을 착용하는데, 이때 복식

에 나타나는 특징에 따라 나이, 혼인여부, 지역 등을

구별하기도 한다. 종교가무 때 승려들은 화려한 무복

(舞服)을 입고 가면 등 독특한 장식을 착용하는데,

이는 종교적인 영역에 나타나는 신성함에 대한 간절

함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무복식에 자수로 새

겨진 꽃문양은 극락세계를 상징하고, 구름문양은 비

를 내리게 하는 생명력을 의미한다.

라마교를 신봉하는 티베트족은 결혼을 할 때, 종

교행사와 관련할 때, 친구를 영송할 때, 모두 백색

수건인 합달을 헌상하는데, 백색의 합달은 순결과 성

심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처럼 티베트 전통 복식에서의 색, 문양, 장식 등

은 디자인 요소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그 속에 숨겨

진 자연, 종교 예술문화로서의 상징적인 의미도 내포

하고 있다.

Ⅳ. 티베트의 문화적 특성을 활용한
현대 패션디자인 작품

본 연구에서는 티베트복식의 디자인요소와 티베트

의 복식문화 분석을 바탕으로 티베트의 자연문화, 종

교문화, 예술문화가 반영된 복식의 특성을 활용하여,

전통복식의 형식에서 벗어나 현대패션과 접목한 새

로운 패션디자인을 제시하였다.

1. 티베트의 자연문화를 활용한 패션 디자인
작품

티베트인들은 설산과 야크나 양 등의 흰색으로 덮

인 자연환경 속에서 생활하기에 자연을 숭배하는 그

들에게 흰색은 가장 상서롭고 고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티베트 자연문화를 활용

한 패션디자인 작품을 흰색을 위주로 하여 제작하였

다<그림 19><그림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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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1> <디자인 2>

<그림 19> 작품Ⅰ의 도식화와 작품 사진

<그림 20> 울 실크

자카드

- 저자촬영

<그림 21> 울실크 혼방

골지

- 저자촬영

<그림 22> 실크울 혼방

메탈소재

- 저자촬영

<그림 23> 용 문양의

티베트 브로케이드

- 저자촬영

<그림 24> 장포와 친삼

- http://tibet.news.cn

1) 작품Ⅰ

<작품 Ⅰ>은 코쿤 실루엣 코트로, 색상은 티베트

설산, 야크, 양, 호수와 같은 흰색 자연물을 모티브로

하여 흰색을 메인색상으로 사용하였으며, 금은색을

부분적로 사용하였다.

소재는 울 55%, 실크 45%의 <그림 20> 울실크 자

카드, 울 65%, 실크 35%의 <그림 21> 울실크혼방 골

지 소재, 실크 50%, 울 45%, 메탈릭 5%의 <그림 22>

실크울혼방 메탈소재, 이렇게 3가지 흰색 소재를 조

합해서 사용하였으며, 티베트인들의 자연 숭배에 따

라 자연을 지키는 용신을 표현하는 <그림 23>의 티베

트 용 문양 브로케이드를 부분적으로 사용하였다.

작품의 디테일로 오른쪽 카라는 <그림 24>80)에서

모티브를 따서 장포의 숄카라로 표현하였고 왼쪽 카

라는 <그림 17>에서 모티브를 따서 라운드 만도린카

라로 표현하였다. 또한 왼쪽 소매는 <그림 24>의 친삼

소매모양에 따라 턴업 커프스 소매로 디자인하였다.

2) 작품Ⅱ

<작품 Ⅱ>는 V넥 랩 드레스(V neckline wrapped

dress)와 민소매 티셔츠로 구성되었다. 드레스와 티

셔츠의 색상은 티베트 흰색 자연물과 합달(哈達)을

모티브로 하여 흰색을 위주로 하고 금은색을 포인트

로 사용하여 제작하였으며, 티베트의 거친 자연에 적

응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기후에 따라 옷의 형태와

착용법을 달리하는 티베트 복식의 형식에서 착안하

여 형태적 가변성을 보이는 디자인을 하였다.

드레스 소재는 세 가지로, 실크 40%, 울 40%, 나

일론 20%의 <그림 26> 실크혼방 3중직 원단, 실크

90%, 메틸릭 10%의 <그림 27> 실크 메탈 트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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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1>

<디자인 2>

<그림 25> 작품Ⅱ의 도식화와 작품사진

<그림 26> 실크 혼방

3중식

- 저자촬영

<그림 27> 실크 메탈

트윌

- 저자촬영

<그림 28> 혼방 섬유

- 저자촬영

<그림 29> 메탈릭 실크

쉬폰

- 저자촬영

<그림 30> 합달을 건 모습

- http://zt.tibet.cn

리고 <작품 Ⅰ>과 같은 <그림 23> 용 문양의 티베트

브로케이드를 사용하였다. 티셔츠는 폴리에스테르

38%, 아크릴 34%, 레이온 18%, 폴리우레탄 10%의

<그림 28> 혼방섬유와 실크 90%, 메틸릭 10%의 <그

림 29> 메탈릭 실크 쉬폰을 사용하였다.

드레스의 디테일로는 먼저 <그림 24>의 장포에서

모티브를 따서 카라 부분을 프론트 밴드로 디자인하

였고, 오른쪽 소매를 내려 만들어진 넓은 왼쪽 가슴

부위가 주머니가 되는 형태인 <그림 18>에서 모티브

를 따서 <작품 Ⅱ>의 로우웨이스트 밴드(Low-waist

band) 윗부분에 볼륨감을 주었으며, 장포 양쪽 소매

로 요대를 고정한 모습인 <그림 7>에서 모티브를 따

서 <작품 Ⅱ>의 드레스의 스커트 부분을 소매 형태

의 8쪽 고어드 스커트(gored skirt)로 디자인하였다.

<작품 Ⅱ>의 티셔츠는 흰색의 합달을 목에 거는 <그

림 30>81)를 모티브로 하여 티셔츠의 어깨부분에 합

달과 같은 긴 튜브(tube) 장식을 부착하여 디자인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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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작품 Ⅲ의 도식화와 작품 사진

<그림 32> 탕카 속

연꽃잎

-http://www.52tang

ka.net

<그림 33> 울실크 새틴

미카도

- 저자촬영

<그림 34> 울실크 트윌

미카도

- 저자촬영

<그림 35> 울 크레이프

- 저자촬영

<그림 36> 티베트

종교문양의 브로케이드

티베트의 자연문화에서 모티브를 따서 디자인 제

작된 <작품 Ⅰ>과 <작품 Ⅱ>는 척박하고도 거친 티

베트의 자연환경을 극복하는 티베트인들의 복식문화

적 요소와 티베트 자연환경의 주요 색상인 흰색을

사용하여 티베트만의 민속적인 요소를 모던하고 아

방가르드한 형태적인 디자인으로 재해석되었다. 티베

트인의 순수함이 흰색의 티베트의 자연적 요소와 함

께 강조된 작품들로서 티베트 복식의 특성인 형태의

가변성과 소재의 이질성이 반영되었다.

2. 티베트의 종교문화를 활용한 패션 디자인
작품

티베트인들이 보편적으로 착용하는 검정색은 본교

에서 어두움, 공포, 야만과 같은 뜻을 내포하는 반면,

불교사원의 호법신령(護法神靈)은 검은색을 착용하

여 사악한 세력을 제압한다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티베트 종교문화를 활용한 패션디자

인 작품을 검정색을 위주로 하였고 종교적 의미를

지닌 오방색을 포인트 색으로 사용하였다<그림 31>

<그림 37>.

1) 작품Ⅲ

<작품 Ⅲ>은 코쿤 실루엣 코트로서 <그림 32>82)의

불교의 순수성을 상징하는 연꽃잎 모양에서 모티브

를 따서 코쿤 형태로 디자인되었다. 색상으로는 티

베트 불교에서 어두운, 공포, 야만적인 뜻을 내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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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작 Ⅳ의 도식화와 작품 사진

<그림 38> 실크

혼방 3중직

- 저자촬영

<그림 39> 실크 면

골지

- 저자촬영

<그림 40> 팔보

길상도 문양의

티베트 브로케이드

- 저자촬영

<그림 41> 울실크

혼방 자카드

- 저자촬영

<그림 42> 울 실크

혼방 미카도

- 저자촬영

<그림 43> 가로줄

무늬

레이온혼방섬유

- 저자촬영

여, 착용하면 사악한 세력을 제압한다는 의미를 가진

검정색을 전체에, 그리고 녹색을 부분적으로 사용하

였다.

소재는 울 55%, 실크 45%의 <그림 33> 새틴 미

카도, 울 51%, 실크 49%의 <그림 34> 트윌 미카도,

<그림 35>의 울 크레이프, 이렇게 3가지 소재를 조합

해서 사용하였으며, <그림 36>의 티베트 종교문양의

브로케이드를 부분적으로 사용하였다.

작품의 디테일로는 <그림 12>에서 티베트 승려 복

식의 비대칭 형태를 모티브로 하여 작품의 오른쪽

소매는 3부 기장 소매이고 왼쪽은 캡(cap) 슬리브

소매로 디자인하였으며, 융중 십자(十) 문양을 모티

브로 하여 티베트 원단의 십자(十) 문양부분을 부각

시켜 사용하였다.

2) 작품Ⅳ

<작품 Ⅳ>의 아이템은 비대칭 숏 슬리브 재킷

(Asymmetric Short Sleeve Jacket)과 큐롯팬츠

(culotte plants)로 구성되었다.

색상은 티베트 불교에서 사악한 세력을 제압한다

는 의미를 가진 검정색을 메인색상으로 사용하였으

며 파랑색을 부분적으로 사용하였다.

재킷 소재는 실크 40%, 면 40%, 나일론 20%의

<그림 38> 실크혼방 3중직소재, <그림 35>의 울 크레

이프(crape), 실크 50% ,면 50%의 <그림 39> 실크

면 골지원단, 이렇게 3가지 검정색 소재를 조합해서

<그림 40>의 티베트 팔보 길상도 문양의 브로케이드

를 포인트로 사용하였다. 팬츠 소재는 <그림 38>의

실크혼방 3중직 소재와 <그림 35>의 울 크레이프를

조합해서 사용하였으며, 티베트 팔보 길상도 문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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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작품 Ⅴ의 도식화와 작품 사진

브로케이드를 허리밴드에 사용하였다.

작품의 디테일로는 먼저 <그림 12>에서 모티브를

따서 자켓의 비대칭 앞여밈으로 디자인되었다. 오른

쪽 카라는 숄 카라 그리고 왼쪽 카라는 라운드 롤드

카라의 비대칭 모양으로 디자인하였으며, 오른쪽 소

매는 짧은 드롭(dropped) 소매이고, 왼쪽은 <그림

13>의 승려복 감견의 소매 형태를 모티브로 하여 소

매 밴드가 있는 숏 슬리브로, 또한 <그림 12>의 승려

복 가사를 묶은 상의의 왼쪽 어깨에 있는 주름을 모

티브로 오른쪽 앞판 어깨에 비대칭 플리츠를 디자인

하였다. 팬츠는 <그림 14>에서 모티브를 따서 팬츠

양쪽에 맞주름을 잡아 활동성과 함께 티베트 승복의

디자인적 요소를 보여주었다.

<작품 Ⅲ>과 <작품 Ⅳ>는 티베트인의 삶의 지표로

자리하는 종교문화적 요소를 모티브로 하여 디자인

제작된 작품들로서, 상징적인 종교적 의미를 지닌 문

양과 실루엣, 티베트 불교의 대표적인 색상인 검정,

그리고 티베트 승복의 디자인 요소를 적용하여 디자

인하였다. 두 작품을 통하여 티베트의 종교적 감성을

반영함과 더불어 티베트의 강렬한 종교적 색채를 모

던하게 보편적인 감성으로 재해석하여 디자인하고자

하였으며, 티베트복식의 특성인 소재의 이질성과 의

미의 상징성, 그리고 색상의 대비성을 표현해내고자

하였다.

3. 티베트의 예술문화를 활용한 패션 디자인
작품

티베트 예술문화를 활용한 패션디자인 작품은 티

베트의 대표적 예술문화인 가무에서 디자인적 요소

를 활용하여 디자인되었으며, 티베트 예술문화의 강

렬한 색채와 형태적 가변의 특성은 작품에서 전반적

으로 명암대비 색상과 유연한 곡선의 디자인 요소로

활용하여 표현되었다<그림 44><그림 45>.

1) 작품Ⅴ

<작품 Ⅴ>의 아이템은 펭귄 실루엣 코트로, 무채

색톤의 명암차이를 둔 회색계열의 색상을 사용하였

으며 명암대비의 스트라이프 문양에 검정색을 부분

적으로 사용하였다.

소재는 울 55%, 실크 45%의 <그림 41> 울실크혼

방 자카드와 울 51%, 실크 49%의 <그림 42> 울실크

혼방 미카도(mikado)의 2가지 회색의 소재를 조합해

서 사용하였으며, 티베트 복식의 구성중 하나인 방전

과 문양이 흡사한 레이온 40%, 실크 30%, 면 30%

의 <그림 43> 가로 스트라이프 레이온 혼방섬유를

사용하였다.

작품의 디테일로는 먼저 오른쪽 카라의 스탠드카

라와 왼쪽 카라의 롤드카라(rolled collar)로 비대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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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작품 Ⅵ의 도식화와 작품 사진

<그림 46> 실크

쉬폰

- 저자촬영

<그림 47> 울실크

이중직

- 저자촬영

<그림 48> 선염

가로 스트라이프

실크

- 저자촬영

<그림 49>

궁부지역 장포

- http://www.tib

etculture.net

<그림 50> 여성

감견

- http://tupian.b

aike.com

<그림 51> 무도 시

방전의 모양

- 藏戏歌舞, p. 156

인 구조의 카라모양으로 디자인하였으며, 소매는 장

포의 넓은 소매 형태를 모티브로 넓은 통의 소매모

양을, 그리고 팔의 움직임을 편하게 하기 위해 슬리

브 슬릿을 디자인하였다.

2) 작품Ⅵ

<작품 Ⅵ>은 기하학적 슬림 드레스(Geometric

slim dress)로, <작품 Ⅴ>와 마찬가지로 무채색의 회

색계열을 메인색상으로 하고 검정색을 부분적으로

사용하였다.

소재는 실크 95%, 나일론 5%의 <그림 46> 실크

쉬폰, 울 78.3%, 실크 21.7%의 <그림 47> 이중직, 그

리고 <그림 8>에서 모티브를 따서 드레스 앞판 문양

과 비슷한 실크 100%의 <그림 48> 선염 가로 스트

라이프 문양 실크, 이렇게 3가지 무채색 소재를 조합

하여 사용하였다.

작품의 디테일로는 <그림 49>83)의 티베트 궁부지

역에 있는 남녀만 착용하는, 몸판의 앞, 뒷면 양옆이

연결되지 않은 장포의 모양을 모티브로 하여, 드레스

의 형태를 디자인하였다. <그림 50>84)에서 모티브를

따서 카라와 슬릿이 있는 드레이프드 케이프 앞판을

디자인하였다. 또한 <그림 8>에서 모티브를 따서 드

레스 앞판의 가운데를 절개하고 비대칭으로 문양을

다시 조합하였으며 이때 무도 시 방전의 움직이는

유동성을 보여주는 <그림 51>85) 모양을 모티브로 하

여 곡선의 형태로 디자인하였다.

이상의 <작품 Ⅴ>와 <작품 Ⅵ>은 티베트의 예술문

화인 가무 시 보여지는 대표적인 복식의 형태인 방

전을 모티브로 모던한 감성으로 민속적인 티베트의

문화복식의 형식을 재해석하여 표현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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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베트

복식의

특성

복식

문화적

요소

티베트복식에서의 표현 작품에서의 표현

형태의

가변성

자연

문화/

종교

문화/

예술

문화

1.친삼의 소매길이 조절

2.장포의 소매 탈착장

변화를 통한 옷의 형태

변형

작품

Ⅰ

1.비대칭적인 소매 모양을 대칭되는 반팔소매로 변형

2.단추와 단추 구멍의 매칭을 달리하여 앞여밈 모양을 비대칭적인

구조로 변형

작품

Ⅱ

1.드레스 지퍼를 열고 드레스 어깨부분을 앞으로 당겨 가슴 위에서

고정하여 <디자인2>로 변형

2.<디자인1>의 티셔츠 긴 튜브가 암홀 밑으로 빠져나와 있는

모습에서 긴 튜브를 가슴위에서 크로스하여 뒤에서 리본처럼

묶은 <디자인2>로 변형

색채의

대비성

종교

문화/

예술

문화

1.고 순도의 빨강, 노랑,

파랑, 녹색, 검정,

흰색을 주로 사용

2.고 순도의 색상끼리

대비하여 배치

작품

Ⅰ

1.금색과 은색의 배경색에 빨간, 녹색, 노랑, 파랑색의 순도 강한

대비 색을 가진 티베트의 용 문양 원단을 사용

작품

Ⅱ

1.금색과 은색의 배경색에 빨간, 녹색, 노랑, 파랑색의 순도 강한

대비 색을 가진 티베트의 용 문양 원단을 사용

작품

Ⅲ

1.검정색의 주소재에 빨강, 노랑, 파랑색을 조합한 티베트

종교문양의 녹색원단을 포인트로 사용

작품

Ⅳ

1.검정색의 주소재에 파랑색을 포인트로 사용

2.파랑색과 금색의 색상 대비를 보여주는 티베트문양 원단사용

작품

Ⅴ

1.반복적인 색상배열로 모노톤의 명도대비를 보여주는 가로줄문양

원단 사용

작품

Ⅵ

1.반복적인 색상배열로 모노톤의 명도대비를 보여주는 가로줄문양

원단 사용

소재의

이질성

자연

문화

1.단색소재 옷의 소매,

카라, 가장자리 부분에

화려한 주단으로 장식

2.이질적인 재질의

다양한 소재를 조합

3.다양한 문양의 소재를

조합

작품

Ⅰ

1.카라, 오른쪽 소매 끝, 옷의 뒷면 밑단부분을 화려한 티베트

용문양 원단으로 장식

2.같은 흰색의 서로 다른 재질의 소재를 조합하여 사용

작품

Ⅱ

1.드레스의 벨트와 스커트 밑단 부분에 화려한 티베트 용문양

원단으로 장식

2.서로 다른 재질의 흰색 소재를 조합하여 사용

작품

Ⅲ

1.소매와 몸판 밑단 부분에 화려한 티베트 팔보길상도문양원단으로

장식

2.서로 다른 재질의 검정색 소재를 조합하여 사용

작품

Ⅳ

1.재킷의 소매와 밑단부분, 팬츠의 벨트 부분에 화려한 티베트

팔보길상도문양 원단으로 장식

2.서로 다른 재질의 검정색 소재를 조합하여 사용

작품

Ⅴ

1.재킷의 소매 밑단과 몸판에 부분적으로 가로줄문양 사용

2.같은 회색의 서로 다른 재질의 소재를 조합하여 사용

작품

Ⅵ

1.방전과 유사한 문양을 부분적으로 사용

2.무채색의 서로 다른 재질의 소재를 조합하여 사용

의미의

상징성

종교

문화/

예술

문화

1.부귀와 고귀한 권력을

상징하는 용문양

2.부귀와 위엄을

상징하는 금은색

3.순결과 성심의 상징인

합달

4.불교에서 순수를 의미하는

작품

Ⅰ

1.금은색 용문양의 소재를 사용하여 높은 수준과 위엄을 표현

2.연꽃모양의 코쿤실루엣

작품

Ⅱ

1.금은색 용문양 원단으로 착용자의 높은 권위와 위엄을 표현

2.합달모양의 긴튜브는 아름다운 축복을 상징하는 합달의 의미를

표현

작품 1.큰 녹색 십자(十)문양의 티베트원단 사용, 여밈의 라인과 몸판

<표 1> 티베트복식의 복식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작품에서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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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꽃과 대원만사상을

상징하는 길상도문양

5.평안과 복을 추구하고

상서로움을 표현하는

융중문양

6.티베트불교의 장엄하고

우아한 느낌을 내포한

팔보 길상도문양

7.신령의 광휘를

의미하는 방전

Ⅲ

밑단부분의 가로 절개선이 형성하는 십자, 몸판 뒷면의

중심절개선과 밑단부분의 가로 절개선이 형성한 십자를 구성하여

십자문양이 내포한 장엄함과 우아함을 표현

2.연꽃모양의 코쿤실루엣

작품

Ⅳ

1.팔보 길상도 문양을 사용하여 착용자의 길상을 추구하는 종교적

의미를 내포

작품

Ⅴ

1.방전을 연상시키는 가로줄무늬 소재를 사용하여 방전의 상징적

의미인 고귀함을 표현

작품

Ⅵ

1.무도 시 보여지는 방전의 비뚤어지는 모양을 모티브로

디자인하여 여성의 유연하고 아름다움을 상징

제작된 6벌의 작품은 티베트 복식의 복식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표현하였으며 그 내용은 <표 1>과

같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중국 소수민족 중 하나인 티베트족

의 복식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고, 독특한 티베트

의 문화적 요소인 자연문화, 종교문화, 예술문화를

반영한 티베트복식의 특징과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

를 통해 티베트복식의 디자인 요소와 특성을 반영하

여 현대적 감각에 맞도록 총 6벌의 의상을 디자인하

여 작품 제작함으로써 전통복식의 형식에서 벗어나

현대패션과 접목한 새로운 패션디자인을 제시하였다.

티베트 복식의 구성, 그리고 티베트 문화의 영향

을 받은 티베트 복식문화에 대해 고찰을 통해, 티베

트 복식에 나타난 특성을 입는 방식에 따라 복식의

새로운 조형을 표현하는 ‘형태의 가변성’, 강한 시각

적 대비를 보여주는 ‘색채의 대비성’, 이질적인 재료

를 조합해서 사용하는 ‘소재의 이질성’, 복식 착용자

에게 의미를 주는 ‘의미의 상징성’으로 분류하여 도

출하였다.

도출된 티베트 복식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작된 여

성복 6벌의 디자인 작품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

첫째, 티베트 자연문화를 활용한 두 가지 패션디

자인 작품으로 코트인 <작품 Ⅰ>과 드레스와 티셔츠

를 조합된 <작품 Ⅱ>는 기후에 따라 소매를 조절하

여 형태의 변화를 보여주는 티베트 복식의 특징을

활용해서 형태의 가변성을 나타냈고, 금은색의 배경

색에 빨간, 녹색, 노랑, 파랑색의 강한 색상대비를 보

여주는 티베트의 용 문양 원단을 활용해서 색채의

대비성을 표현하였다. 또한 코트와 드레스에 부분적

으로 용 문양 원단으로 장식하였고 서로 다른 재질

의 흰색 소재를 조합하여 소재의 이질성을 나타내고

자 하였다. 그리고 복식에 있어 용 문양은 부유와 고

귀한 권력의 상징이며 금은색은 부유와 위엄을 상징

으로 의미의 상징성을 담았다.

둘째, 티베트 종교문화를 활용한 두 가지 패션디

자인 작품으로, 먼저 <작품 Ⅲ>은 연꽃 잎 형태를 가

진 코쿤 실루엣의 검정색 코트로, 녹색의 배경색에

빨강, 노랑, 파랑색의 색상을 대비시킨 티베트 종교

의 의식형태를 대표하는 도형인 팔보 길상도 문양원

단을 부분적으로 사용하여 색채의 대비성을 표현하

였고, 검정색의 서로 다른 재질의 실크소재를 조합하

여 사용함으로서 소재의 이질성을 표현하였다. 또한

티베트 전통 원단의 문양을 활용한 큰 십자(十), 여

밈의 라인과 몸판 밑단부분의 가로 절개선이 형성하

는 십자(十), 그리고 몸판 뒷면의 중심절개선과 밑단

부분의 가로 절개선이 형성한 십자모양, 이렇게 3가

지의 십자(十) 문양과 모양을 통해 티베트 전통 복

식의 특성인 의미의 상징성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작품 Ⅳ>는 재킷과 팬츠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정색

을 전체색상으로 사용하였고 파랑색과 금색 문양의

티베트 원단을 사용하여 색채의 대비성을 표현하였

다. 재킷의 소매 밑단 부분과 팬츠의 벨트 부분에 티

베트 종교 문양 원단을 사용하였고, 서로 다른 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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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검정색 실크소재들을 조합하여 소재의 이질성과

길상을 추구하는 의미의 상징성을 담았다.

셋째, 티베트 예술문화를 활용한 두 가지 패션디

자인 작품으로, <작품 Ⅴ>과 <작품 Ⅵ>는 회색 위주

의 무채색을 전체색상으로 사용하였으며 검정색과

회색으로 된 모노톤의 명도대비를 보여주는 가로 스

트라이프 문양을 활용하여 색채의 대비성을 표현하

였다. 무채색의 서로 다른 재질의 실크소재를 조합하

여 소재의 이질성을 표현하였고, 티베트 여성의 상징

인 방전과 비슷한 가로 스트라이프 문양의 소재사용

을 통해서 여성의 고귀함과 곡선미를 상징하여 티베

트 복식의 특성인 의미의 상징성을 담았다.

티베트의 자연문화, 종교문화, 예술문화는 티베트

만의 독특한 문화적 요소로 작용하여 복식에 반영되

어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 티베트 복식문화적 요소를

반영하여 제작된 본 연구의 작품은 티베트라는 지역

적인 복식문화적 요소를 보편성을 가진 현대 패션디

자인으로 재해석하여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를 둔

다. 또한 본 연구는 독특한 티베트 문화에 대한 분석

과 함께 티베트 복식의 특징과 특성을 문화적 요소

를 바탕으로 파악해봄으로써, 가장 직관적이고 표현

력이 있는 문화 기호라 할 수 있는 복식을 통해 티

베트의 문화를 좀 더 대중적으로 소개하고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중국소

수민족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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