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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Beoseonbongip is a pouch that holds patterns for making Beoseons.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aesthetic 
and symbolic contents of the embroidery patterns by analyzing the kind, combination types, expression and 
arrangement types of patterns. In total, 140 Beoseonbongip artifacts, which were mostly made in the Joseon 
Dynasty, were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analyzed. The results indicated that about 83% of the total had flower 
patterns. Various kinds of embroidery patterns used for Beoseonbongips were newly identified. About 73% of the 
total had different kinds of patterns. Pattern combination types were identified by the kinds of patterns, the number 
of paired patterns, and the traditional painting styles used. The patterns of Beoseonbongips were expressed 
schematically more than realistically or abstractly. Beoseonbongips with different patterns on the four triangle tips 
of the front face and Beoseonbongips with the same/similar patterns on two opposite tips of the front face were 
observed more than the other types. On the back face, the embroidery patterns were symmetrically arranged, 
showing various division structures. It was inferred that wishes (e.g., marital harmony, fertility, good health and 
longevity, happiness, and wealth and fame) were expressed through the symbolic patterns embroidered on the 
Beoseonbongips. In terms of Korean traditional beauty, the union with nature, the harmony of yin and yang, 
symmetric balance, and neatness were also emphasized as a esthetic characteristics of Beoseonbongips.

Keywords: Beoseonbongip(버선본집), embroidery patterns(자수문양), symbolism(상징성), formativeness(조형
성), aesthetic value(조형미)

I. Introduction  

최근 소폭 성장하는 의류시장(2013년 29조 4,000
억 원, 2%)과 달리 가방시장이 2011년 1조 4,996억
원 실적에서 2012년 45.6%(2조 1,829억 원), 2013년

9.4%(2조 3,887억 원)로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에 따라(Korea Fashion Association, 2013) 가방산업
에 대한관심이증가하고있다.  가방의 기원은고대
시대 이전부터 사람들이 쓰던 사냥자루나 들고 다

니던 휴대용주머니에서출발된다(Korea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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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chandise Testing Institute, 2005). 가방의 기원이
라 볼 수 있는 주머니에 대한 국내 연구로는 한국

전통 주머니에 대한연구를들수있다. 그러나연구
에 포함된 대부분의 주머니들은 두루 주머니, 귀주
머니, 약낭, 향낭 등으로, 사각형 주머니의 한 유형
인 버선본 주머니를 분석에 포함한 연구는 많지 않

다. 특히, 일부 연구들에 포함된 버선본 주머니 숫자
는 매우 제한적이어서 연구결과의 일반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고 버선본
주머니를 연구의 대상으로 고려하였다. 
버선본 주머니는 가족의 버선본을 보관하기 위해

정사각형 혹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주머니의한유형이란측면에서버선본주머니로지

칭되기도 하지만(예: Lee, 2000; Lee & Hong, 2001)  
휴대 기능 보다 보관 기능이 강조되어 버선본집

(Beoseonbongip)으로 불리기도 한다(예: Eom & Pyo, 
2003;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2004). 
본 연구에서는 두 용어를 동일한 의미로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한편, 대다수의 버선본집들은 어른 손
바닥 정도의 크기(6~15센티미터)지만, 이것보다 크
고 작은 것들도 있으며, 홍색, 황색, 갈색, 청색, 녹
색, 자색 등과 같이 색상이 다양할 뿐 아니라, 각 색
상 내 색조 또한 다양하다(Hong & Kim, 2013). 특
히, 버선본집 앞면에 있는 삼각형 4귀의 가변적 구
조는 다른 유형의 전통주머니들과는다른독창적특

성이다(Hong & Kim, 2013). 그리고 버선본집의 또
다른 중요한 심미적 특성은 자수문양이다. 
한국의 전통자수문양에 관한 연구들 대부분은 자

수문양의 형태, 색채, 상징, 미적 특성을 분석하거나
(Lee & Choy, 2007; Lee & Kim, 2007; Rhee, 2002; 
Yun & Ha, 2006), 자수문양을 활용한 텍스타일 디
자인(Eom, 2004; Nam, 2012) 및 패션상품 개발(Lee, 
2011)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분석된 자수문양들 대
부분은 생활용품이나 규방공예품(Eom & Pyo, 2003; 
Kwon & Jang, 2009), 어린이복식(Kim & Lee, 2006), 
활옷(Lee & Kim, 2007)에 활용된 문양들이어서 버
선본주머니의자수문양에대한지식은별로 축적된

것이없다. 예컨대, 한국자수문양의종류(Eom & Pyo, 
2003)와 배색특성(Yun & Ha, 2006)에 관한 기존 연
구들은 소수(10개 내외)의 버선본집만 분석하였거
나, 분석대상의 숫자가 제공되고 있지 않아서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
존 연구들에서 간과된 다른 버선본집들을 충분히

확보하여 자수문양의 특성을 정성적 및 정량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한국전통자수문양은 심미성과 함께 상징성

이 고려되어 사용된다. 즉, 문양의 상징성을 고려하
며 수를 놓기 때문에 용품의 사용자나 사용 용도가

다르면 서로 다른 문양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실
제로 어린이용 버선, 주머니, 토시, 단추, 신발, 댕기
에서는 동물문양과 문자문양이 관찰되지 않은 것으

로 보고되었다(Kim & Lee, 2006). 이러한 연구결과
에 근거할 때, 규방공예품 전체에 대한 포괄적 연구
이외에각개별용품에 대한연구 또한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버선본집에 활용된 자수문양의 종류, 복
합화 유형, 표현양식, 배치방식에 대해 분석함으로
써 버선본집 자수문양의 상징성과 조형성에 대해

규명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표현되는 버선본집
자수문양의 조형미에 대해 탐구한다. 이것은 소수의
버선본집을 분석한 기존 연구들에서 간과된 자수문

양 정보를 새롭게 발견하고, 버선본집은 물론 전통
규방공예품에 대한 기존 지식을 보강/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들
과 달리 정량적 분석을 실시하여 버선본집 자수문

양에서 주류를 이루는 대표적 문양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한편 부수적으로 활용되었지만 자수문양

에 변화를 부여하여 버선본집의 다양화를 이끄는

문양이 무엇인지를 밝힌다. 이것은 기업이 자수문양
의 산업적 활용을 위해 대표 콘텐츠들을 선정하는

데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Background

1. The classification of Korean traditional em-
broidery patterns 
한국전통자수문양의종류는기관이나학자들마다

약간씩 다르게 분류되고 있다. 박물관에서 사용하고
있는표준유물분류안의경우, 모든종류의문양을통
틀어 동물문양, 식물문양, 자연문양, 물상문양, 기하
학적 문양, 문자문양, 인물문양으로 분류하고 있다
(Eom, 2004). Rhee(2002)는실증적자료수집을통해
한국전통자수문양들을크게 6개유형(동물, 식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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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인물, 기하, 문자 문양)으로 분류하였다. 이 분류
에는 박물관 표준유물분류안에 포함된 물상문양이

빠져 있으며, 조류(鳥類), 수류(獸類), 충류(蟲類), 어
류(魚類) 모두가동물문양으로분류되었다. 반면, 다
른 연구자(Lee & Choy, 2007)는 물고기문양을 동물
문양과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동물과식물문양을실제의동식물과상상의 동식물

문양으로 구분하는가하면(Lee & Choy, 2007), 물상
문양을 기하학적 문양과 통합하여 제시하기도 하였

다(Eom & Pyo, 2003; Lee & Choy, 2007).
한편, 꽃문양은식물문양에포함시키는것이일반

적이지만, 몇몇 연구들은 꽃문양과 식물문양을 따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분석하였다. 예컨대, 보관용품, 
침구용품, 장신구용품, 보자기, 골무, 인두판, 진주선
의자수문양분석(Eom & Pyo, 2003) 및어린이복식
자수문양 분석(Kim & Lee, 2006)에서 꽃문양은 식
물문양과 따로 분리되어 분석되었다. 그 결과, 어린
이 복식에서는 꽃문양(연꽃, 모란, 매화, 벚꽃, 국화, 
장미, 패랭이, 나리꽃)이 동물문양, 자연문양, 길상문
양(호랑이, 물고기, 문자)보다 다양하게 관찰되었다. 
이와 같이 자수문양 분류항목은 연구자에 따라

포괄적으로 구분되기도 하고 세분화되기도 하지만 
기존 연구들 대부분은 꽃문양을 ‘식물문양’ 범주에
통합하는 분류체계(박물관표준유물분류안)를 따르

고 있다. 그러나 박물관 표준유물분류안인 경우, 자
수문양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전통문양
모두를 포괄하는 분류항목이다. 꽃문양과 식물문양
모두를 ‘식물문양’이란 하나의 범주로 통합하여 자
수문양을 분석하는 경우 몇 가지 문제점이 따를 수

있다. 첫째, 자수문양에서 출현빈도가 높은 꽃문양
에 대한 정보를 상실하게 된다. 둘째, 때에 따라서는
‘식물문양’ 범주에 꽃문양이 더 많이 포함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독자들에게는 식물문양이 자수문양을
대표하는 문양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 셋째, 꽃문
양은 많고 식물문양은 적은 경우와 그 반대인 경우

모두에서 동일한 결과가 산출되어 서로 다른 생활

용품에 적용된 자수문양 활용도가 변별력 있게 규

명되지 못하는 오류를 낳을 수 있다. 특히, 앞에 제
시된 바와 같이, 어린이 복식(Kim & Lee, 2006)이나
규방공예품(Eom & Pyo, 2003; Kwon & Jang, 2009)
의 자수문양 분석 결과에서 동물문양보다 식물문양

이 더 많이 관찰되었을 뿐만 아니라, 꽃문양이 다른
문양들보다 더 많이 관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수문양 분석단위를

세분화하여 버선본집에서 출현빈도가 높고 낮은 문

양들이 무엇인지를 규명하였다.

2.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traditional 
embroidery patterns 
한국전통자수문양의 미적 가치는 상징성, 조형

성, 다양성, 장식성, 수공성이다(Rhee, 2002). 자수문
양의 상징성에 관한 저서(Im, 1998; Huh, 2006), 단
행본(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2004), 논
문(Eom, 2004; Eom & Pyo, 2003; Kang, 2012; Kim, 
2001; Kim & Lee, 2006; Lee & Choy, 2007; Lee & 
Kim, 2007; Rhee, 2002; Rhee & Lee, 2008)에 따르
면, 한국전통자수문양들은 장수/천수/장생(매화, 모
란, 국화, 학, 박쥐, 사슴, 불로초, 해, 구름, 대나무, 
소나무, 거북, 십장생), 다남/다수/자손번창(연꽃, 복
숭아, 석류, 불수감, 나비, 난초, 덩굴, 열매), 부부화
합(원앙, 꿩, 오리, 물고기), 부귀(모란, 벌, 富貴多
男), 다복/기쁨/행복(불수감, 산호, 동자, 福, 壽福, 
喜, 喜喜), 안녕(봉황), 영생불멸/연속성(물결, 바위, 
구름, 해, 달, 톱니돌림, 아자돌림, 지그재그선, 원형, 
당초문), 권력/권위/군왕/왕족/(호랑이, 용), 벼슬/귀
공/관직(사슴, 구름), 해탈/사후세계에서의 평안(매
미) 등을 상징한다. 이외에 도교, 불교, 유교 각 종교
에서 특별히 귀하게 여기는 기물 7개와 8개를 도안
화한 칠보문과 팔보문을 비롯하여 기쁘고 좋은 일

에 연관된 인공적 기물을 도안화한 잡보(雜寶) 문양
들에도 행복, 장수, 다복, 다남, 부귀, 벼슬, 학문 성
취, 벽사와관련된상징적의미가담겨있다(Ha, 1996; 
Im, 1998; Kim, Kim, & Kim, 2004).
버선본 주머니에는 이름 모를 꽃, 국화, 모란, 연

꽃, 패랭이꽃, 소나무, 난초, 복숭아, 석류, 불로초, 
나비, 새, 학, 톱니, 아자돌림 자수문양들이 활용되
었다(Eom & Pyo, 2003,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2004). 그러나 자연문양, 물상문양, 어류문
양, 문자문양이 버선본집 자수문양으로 활용되었다
는 보고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것은 기존 연구에 포
함된 버선본집 분석대상 숫자가 매우 한정적인데서

기인되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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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간과된 세부문양들은 물론 세부문양의 상징성을

토대로 버선본집 자수문양을 통해 전달되는 시대적/
집단적 가치, 의식, 정서가 무엇인지를 도출하고, 이
것이 다른 한국전통자수용품들에 표현된 가치들과

어떻게 유사하고 다른지를 논의하였다.
한편, 한국전통자수문양들은 단독으로 제시되기

도 하지만, 여러 종류의 문양들과 함께 제시되는 경
우도 많다. 자수문양의 복합화는 서로 다른 종류의
문양 조합을 통해 심미적 완성도를 높이기도 하지

만, 개별 문양이 표방하는 상징적 의미 모두를 함축
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예컨대, 궁중
혼례복 활옷에는 십장생 이외에 봉황, 꽃문양(모란, 
연꽃), 문자문양(百年同樂)이 함께 복합되어 백년가
약의 염원이 표현되었다(Lee & Kim, 2007). 그리고
조선시기 규방공예품에는 꽃, 식물, 동물, 자연, 인
물, 문자, 물상, 기하학문양 들 중 2종류, 3종류, 4종
류의 문양들이 복합되거나, 5종류 이상의 문양들이
복합된 것으로 보고되었다(Kwon & Jang, 2009). 그
러나 조합되는 문양종류의 숫자 말고는 자수문양의

복합화 유형이나 양식에 대해 알려진 바는 거의 없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버선본집 복합문양의 유
형을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고, 이에 따른 조형성
과 조형미를 검토하였다.
한국전통자수문양의 표현양식은 사실적, 도식적, 

추상적 양식으로구분해 볼 수 있다. 예컨대, 조선시
대 자수규방공예품에는 사실적 표현양식이 주로 활

용되었으며, 문양들은 주로 회화적 양식을 토대로
배치된 것으로 보고되었다(Kwon & Jang, 2009). 그
러나 이것은 소수의 버선본 주머니와 함께 다른 종

류의 생활용품들이 모두 포괄된 상태의 결과일 뿐

아니라, 분석대상으로 포함된 버선본 주머니의 수가
매우 소수여서 버선본 주머니 특성으로 일반화하기

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자수문양의 표현양식이나
배치특성은 수를 놓는 공간적 크기나 형태의 영향

을 많이 받는다. 버선본집 대부분이 어른 손바닥 정
도로 작다는 점과버선본집앞면이 4개로 분리된삼
각형들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버선본집
자수문양의 표현양식과 배치특성은 자수 공간이 비

교적 큰 다른 규방공예품들과 그 특성이 다를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충분한 숫자의 버선본집
을 확보하고, 버선본집 자수문양의 표현양식과 배치

방식의 차별성과 조형미에 대해 논의하였다.

III. Research Methods

1. The range of research and research pro-
blems 
본연구의분석대상은조선시대부터광복후 1950

년대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버선본 주머

니에 제한되었다. 분석내용은 자수문양의 명칭/종
류, 복합문양 유형, 표현양식, 배치 방식에 한정되었
다. 그리고 다음의 연구문제에 대한 정성적/정량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버선본 주머니의 조형성, 상징
성, 조형미가 도출되었다.

연구문제 1. 버선본집 자수문양의 명칭과 종류를
규명한다.

연구문제 2. 버선본집 자수문양의 복합문양 유형
을 규명한다.

연구문제 3. 버선본집 자수문양의 표현양식 유형
을 규명한다.

연구문제 4. 버선본집 자수문양의 배치방식 유형
을 규명한다.

2. Data collections
버선본집 자료수집을 위해 1단계로 국내 학술정

보제공통합 DB 메타검색(Kiss, Riss, KRPIA, Korea 
A2Z 등), 대학도서관 소장 서적 DB 검색, 포털사이
트(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키워드 검색(버선본집, 
버선, 자수, 자수문양, 규방공예, 규방문화, 규방소
품, 침선소품, 침선기법, 침선, 한국전통, 문화상품, 
복식, 한국전통주머니, 주머니, 의상, 장신구 등)을
통하여 나타난 서적, 논문, 잡지 및 다양한 웹사이트
에 버선본집 사진들이 제시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2단계로 1차적으로 수집한 서적과 논문들에 제시되
어 있는 버선본집이나 자수문양 관련 출처들을 재

검토하여 버선본집 사진을 확인하였다. 3단계로 포
털사이트(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온라인 박물관 사
이트들을 검색, 방문하여 버선본집 사진이 제공되었
는지를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버선본집 사진이 확
인된 서적, 박물관 도록, 웹사이트에서 버선본집 유
물의 제작시기, 소장기관, 크기, 소재 혹은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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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이제공된 총 151개의 버선본집 유물 사진이 수
집되었다. 수집된 151개 버선본집 사진들 중에서 자
수문양이 없는것(5점)과기계자수(6점)를제외한총
140점(25개 출처)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수집된 유

Types Sources Freq.

Books
(20 pieces)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1997). The exhibition of history of Korean costumes. 
Seoul: Sinyu. 3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1998). 중요무형문화재 제 89호 침선장 [An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asset no. 89 sewing craft artisan]. Seoul: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3

․Lee, O. Y. (2000). 한국인의 손, 한국인의 마음 [Korean’s hand, Korean’s mind]. Seoul: 
Design house Inc. 

2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2004). Embroidery patterns. Seoul: Deawonsa. 12

The works of 
exhibition

(17 pieces)

․National Museum of Korea. (1988). 한국의 미: 의상, 장신구, 보 [The beauty of Korea: 
Costume, ornaments, cloth wrapper]. Seoul: Tongcheon Munhwasa. 1

․Ewha Woman's University Museum. (1995). 복식 [Costume].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2

․Sookmyung Woman’s University Museum. (2000). Korean embroidery. Seoul: Sookmyung 
Woman’s University Press. 1

․Lee, K. J., & Hong, N. Y. (2001). Chumoni: Colorful purses and pouches of Korea.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9

․Seoul Museum of History. (2002). Women’s life & culture in Joseon dynasty. Seoul: Seoul 
Museum of History. 4

Museum
websites

(30 pieces)

․Amorepacific Museum of Art. (n.d.). http://museum.amorepacific.co.kr 1

․Bona Museum/Gallery. (n.d.). http://www.bonamuseum.com 3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Museum. (n.d.). http://museum.cu.ac.kr 7

․Dongduk Woman’s University Museum. (n.d.). http://museum.dongduk.ac.kr 3

․Kyungwoon Museum. (n.d.). http://kwmuseum.org 2

․The Museum of History of Women's Life. (n.d.). http://www.womanlife.or.kr 2

․The Museum of Oriental Embroidery. (n.d.). http://www.orientalembroidery.org 3

․The Museum of Portal of Korea. (n.d.). http://www.emuseum.go.kr 8

․The National Science Museum. (n.d.). http://www.science.go.kr/ 1

Culture portal 
sites

․Korea Culture Information Service Agency. (n.d.). http://www.culture.go.kr. 61

Commercial 
cites, Internet 

news, etc.
(12 pieces)

․hanauction. (n.d.). http://www.hanauction.com 1

․Rosa Korea. (n.d.). http://www.rosakorea.com 7

․Koh, B. J. (2012, December, 12). http://news.naver.com 1

․Ssamzisarang. (2011, September 18). http://cafe.naver.com 1

․Sodam Kyubang. (2004, July 14). http://cafe.naver.com 1

․JB. (2012, September 22). http://blog.daum.net 1

<Table�1> The sources of the collected photos of Beoseonbongip artifacts

물사진들의 출처는 <Table 1>에 제시되었다. 동일한
버선본집 사진들이 여러 출처에 중복되어 나타난

경우, 출처의 연도가 앞선 것이 선정되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분석 대상은 4개 서적(20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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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박물관 도록(17점), 9개 온라인 박물관 사이트(30
점), 한국문화정보센터 문화포털 사이트(61점), 2개
골동품 전문 경매 사이트(8점), 신문기사(1점), 규방
공예 정보교류 카페 사이트(2점), 개인 블로그 사이
트(1점)를 통해 수집된 총 140점이다. 140개 버선본
집 중 앞면만 보이는 것은 54점, 뒷면만 보이는 것
은 15점, 뒷면과 앞면 일부 보이는 것은 7점(뒷면과
앞면의 1귀가 보이는 것 3점, 뒷면과 앞면의 2귀가
보이는 것 4점), 앞뒷면 모두 보이는 것은 64점(앞뒷
면 2개 각각 제시된 것 58점, 앞면 4귀가 모두 펼쳐
진 것 6점)이다. 경매 사이트(시대, 크기, 소재 혹은
훼손 상태)나 개인 블로그 사이트(개설 연도, 회원
수, 게시된 콘텐츠 내용, 확대 사진)에서 수집된 사
진들(3점)은 사이트 설명 정보들에 근거할 때 신뢰
할 만하다고 판단되었다. 수집된 유물 사진들은 조
선시대 (94점)로 기록된 것이었으며, 그 중 일부는
일제 강점기(2점), 광복 이후(2점)에 제작된 것이고, 
42점은 제작 연대 기록이 없는 것이다. 본 논문에
제시된 76개 사진 이미지들 중 10개 이미지(* 표시)
는 선행연구(Hong & Kim, 2013)에 제시된 것이다.

3. Data analysis 

1) The method of analysis 
자수문양의 명칭은 전통자수문양 디지털 콘텐츠

개발자료(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2004), 
화조도(Lee, 2012), 연화도(Jang, 2012), 초충도(Lee 
& Kim, 2007), 어락도(Rhee, 2002), 민화(Yoon, 2000), 
규방공예품(Huh, 2006)에 관한 문헌들과 논문들에
제시된 설명과 형태(사진, 도안) 정보에 근거하여
결정되었다. 문양의 개별 명칭이 결정되면, 박물관
의 통합적인 표준유물분류안과 Rhee(2002)의 분류
체계를 세분화한 11개 범주(꽃문양, 식물문양, 조류
문양, 곤충문양, 어류문양, 동물문양, 자연문양, 물
상문양, 기하학적 문양, 문자문양, 인물문양)들 중의
하나로 분류하여 문양의 종류가 코딩되었다. 본 논
문에서 야생동물(호랑이, 사자, 기린 등)를 의미하는
수류(獸類) 문양은 ‘동물(animal)’이란 용어로 명명
되었다. 식물문양에는 꽃이 없거나 꽃보다 열매가
중심인 식물(예: 대나무, 복숭아, 석류, 소나무, 넝쿨, 
열매 등) 만을 포함하여 꽃문양과 구분하였다.

자수문양의 복합화 유형, 표현양식, 배치방식의
분석단위는 한국의 전통복식, 생활용품, 규방공예품
자수문양에 관한 기존 문헌 및 연구들(Eom & Pyo, 
2003; Huh, 2006; Kim, 2001; Kim, 2009; Kwon & 
Jang, 2009; Rhee, 2002)을 참조하여 선정되었다. 복
합문양의 특성은 버선본집 1점에 수놓아진 문양 종
류와 수, 쌍을 이룬 문양 종류와 수, 활용된 전통회
화양식 세 측면에서 분석되었다. 자수문양 표현양식
은 사실적, 도식적, 추상적 양식 측면에서 분석되었
다. 문양 배치방식은자수공간의크기와형태가 다
른 버선본집 앞면(삼각형 4면)과 뒷면(사각형 1면)
으로 구분되어 분석되었다. 즉, 앞면에서는 삼각형
4귀 문양의 동일성, 유사성, 상이성이 분석되었다. 
뒷면에서는 공간 배치 방식(산점형, 충진형, 분할형, 
회화형)과 대칭적 배치 방식(상하 대칭, 좌우 대칭, 
상하좌우 대칭, 사선대칭, 코너 대칭 구조)이 분석되
었다. 한편, 버선본집에 내포된 상징성은 버선본집
에 활용된 개별 문양의 상징성과 문양 조합에 따른

복합문양의 상징성을 통해 분석되었다. 버선본집 자
수문양의 주류적 특성(대표적 요소)과 부수적 특성
(다양화 요소)은 기술된 분석단위에 따른 세부 항목
의 출현 빈도를 통해 접근되었다. 마지막으로 버선
본집에 내포된 조형미는 자수문양의 종류, 복합화
유형, 표현양식, 대칭방식에 활용된 디자인 원리 및
미의식 측면에서 도출되었다.

2) The procedure of analysis
수집된 버선본집 사진들을 확대하여 버선본집 각

각에 적용된 자수문양의 형태/종류, 복합화 유형, 표
현양식, 배치방식을 관찰하였다. 1단계에서는 버선
본집 사진 관찰 정보를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 기

록하였다. 관찰된 개별 문양의 명칭은 기존의 자수
문양에 관한 자료들(서적, 논문, 박물관 도록, 디지
털 DB 자료 등)을 토대로 교수와 대학원생(박사과
정 1명)이 논의하여 최종 결정되었으며, 의견이 합
의되지 못한 경우에는 ‘이름 모를’ 혹은 ‘확인불가’
로 기록되었다. 2단계에서는 정량적 분석을 위해 기
록된 정보들을 변수로 구성하고 엑셀파일을 만든

후 통계 프로그램(Spss 18.0) 데이터 파일로 변환하
였다. 3단계에서는 각 연구문제와 관련된 분석단위
별로 빈도분석(백분율)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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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Research Results 

1. The types of embroidery patterns and 
symbolic meanings 
분석대상 140점의 버선본집에서 9종류의 자수문

양(꽃, 식물, 조류, 충류, 어류, 자연, 문자, 물상, 기
하 문양)들이 관찰되었다. 꽃문양들인 경우, <Table 
2>에서 보듯이, 과반수 이상(92점, 65.7%)의 버선본
집에서 문양 명칭이 정확히 식별될 수 없었다. 반면, 
이름 모를 꽃문양을 포함해 11종의 세부문양들이
버선본 주머니 자수문양으로 확인되었다. 전체의 약
1/3~1/4 정도의버선본집에서매화(27.1%), 모란(26.4%), 
국화(20.7%) 문양이 관찰되어, 다른 문양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높았다. 나팔꽃(12.9%), 연꽃
(10.7%), 패랭이꽃(7.1%), 도라지꽃(5.7%)을 비롯해
접시꽃, 무궁화 문양도 각각 1점씩 관찰되었다. 특
히 관찰된 문양들 중 6종의 꽃문양들(매화, 나팔꽃, 
도라지꽃, 무궁화, 벚꽃, 접시꽃)은 기존 연구들에
서 버선본집 문양으로 보고되지 못했던 것이다. 
한편, 식물문양에서도이름모를식물문양을포함

해 10종의 세부문양들이 관찰되었다. 석류(17.9%), 
복숭아(10.7%), 불로초(8.6%) 문양들이 다른 문양들
보다 상대적으로 약간 많이 관찰되었으며, 소수의
버선본집(10점 미만)에서 소나무(5.7%) 문양을 비롯
해 불수감(fingered citron), 열매, 덩굴(vine), 대나무
(bamboo), 잎사귀 문양들 또한 관찰되었다. 이들 중
4종의 세부문양(대나무, 불수감, 열매, 덩굴 문양)은
기존 연구들에서 간과된 것으로, 버선본집 자수문양
으로 본 연구에서 새롭게 확인되었다. 꽃문양과 식
물문양의 대표적 사례들은 <Table 3>에 제시되었다. 
조류, 충류, 어류와 관련된 문양들은 <Table 4>, 

Flower patterns Plant patterns
Names Freq. Names Freq. Names Freq. Names Freq.

Japanese apricot 38 Balloon flower 8 Pomegranate 25 Unknown fruit 3
Peony 37 Orchid 4 Peach 15 Vine 2
Chrysanthemum 29 Rose of Sharon 1 Elixir plant 12 Bamboo 1
Morning glory 18 Hollyhock 1 Pine 8 Leaf 1
Lotus 15 Unknown flowers 92 Fingered citron 4 Unknown tree 15
China pink 10

<Table�2> The frequencies of Beoseonbongips with flower and plant patterns

<Table 5>에 제시되었다. 분석된 140점의 버선본집
에서 이름모를 새를 포함한 새문양(8종), 곤충문양
(3종), 어류문양(3종)이 관찰되었다. 전체 버선본집
의 1/2 정도(71점, 50.7%)에서 새문양이 관찰되었으
며, 곤충 문양이 표현된 버선본집(40점, 28.6%)보다
약 2배더많았다. 세부적으로는학문양(crane, 20.7%)
이 비교적많이 관찰되었는데, 전체의 약 1/5 정도의
버선본집에서 관찰되었다. 이외에 박쥐(7.9%), 원앙
(6.4%), 봉황(6.4%) 문양들이 소수의 버선본집에서
관찰되었으며, 오리, 제비, 앵무새문양들은각 1점의
버선본집에서만 관찰되었다. 한편, 나비문양(27.1%) 
버선본집이 학문양(20.7%) 버선본집보다 많았다. 
소수의 버선본집에서 매미(cicada), 벌, 물고기, 게, 
거북 문양도 관찰되었다. 따라서 기존 연구에서 보
고되지 못했던 5종의 새문양(봉황, 원앙, 오리, 제비, 
앵무새), 2종의 곤충문양(벌, 매미)을 비롯해 어류문
양(물고기, 게, 거북) 또한 버선본집 자수문양으로
활용됨이 새롭게 확인되었다. 
버선본집 자수문양으로 4종의 자연문양(33점, 

23.6%), 2종의 물상문양(9점, 6.4%), 5종의 기하문양
(21점, 15%), 6종의 문자문양(14점, 10%) 또한 관찰
되었다(Table 6, Table 7). 자연문양이 포함된 버선
본집은 전체의 약 1/4 정도를 차지하였지만, 기하 및
물상문양이 포함된 버선본집들은 소수였다. 세부적
으로살펴보면, 자연문양으로는바위, 물결, 구름, 해
문양이 관찰되었으며, 기하문양으로는 톱니, 사각
형, 삼각형, 심엽형, 돌림문양이 관찰되었으며, 물상
문양으로는 화분과 산호가 관찰되었다. 문자문양으
로는 복(福), 희(喜), 쌍희(喜喜)와 같은 단독 문자문
양(10점, 7.1%)이 관찰되었으며, 수복(壽福)과 같이
버선본집 앞면에 복수의 문자가 활용되거나,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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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s Pattern names

Flower 
patterns

 

Japanese apricot Peony Chrysanthemum Morning glory Lotus 
From Korea Culture 
Information Service 

Agency.(n.d.). 
http://www.culture.go.kr

From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2004). 

p.246.

From Korea Culture 
Information Service 

Agency.(n.d.). 
http://www.culture.go.kr

From Sookmyung 
Woman’s University 
Museum.(2000). p.93.

From The National 
Science Museum.(n.d.). 
http://www.science.go.kr

China pink Balloon flower Orchid Rose of Sharon Hollyhock 

From Rosa Korea.(n.d.). 
http://www.rosakorea.com

From The Museum of 
History of Women's Life. 
(n.d.). http://www.woman 

life.or.kr

From Korea Culture 
Information Service 

Agency.(n.d.). 
http://www.culture.go.kr

From Korea Culture 
Information Service. 

Agency.(n.d.). 
http://www.culture.go.kr

From Korea Culture 
Information Service 

Agency.(n.d.). 
http://www.culture.go.kr

Plant 
patterns Pomegranate peach* Elixir plant Pine Fingered citron Bamboo

From Korea Culture 
Information Service 

Agency.(n.d.). 
http://www.culture.go.kr

From Korea Culture 
Information Service 

Agency.(n.d.). 
http://wwwculture.go.kr

From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2004). 

p. 242.

From Korea Culture 
Information Service 

Agency.(n.d.). 
http://www.culture.go.kr

From Korea Culture 
Information Service 

Agency.(n.d.). 
http://www.culture.go.kr

<Table�3> The examples of flower and plant patterns

Bird patterns Insect patterns Fish pattern

Names Freq. Names Freq. Names Freq. Names Freq.

Crane 29 Duck 1 Butterfly 38 Fish 1

Bat 11 Swallow 1 Bee 1 Crap 1

Phoenix 9 Parrot 1 Cicada 1 Turtle 2

Mandarin duck 9 Unknown birds 10

<Table�4> The frequencies of Beoseonbongips with bird, insect and fish patterns

(壽富多男)과 뒷면(富貴功名)에 복수의 문자를 활용
한 성문이 자수된 버선본집이 관찰되었다. 한글 문
자(보선집가인) 문양 또한 1점의 버선본집에서 관
찰되었다. <Table 6>에 제시된 자연문양, 물상문

양, 문자문양은버선본집자수문양으로보고되지않
았던것으로, 이범주에속하는다양한세부문양들이
버선본집자수문양으로활용되었음이새롭게조명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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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s Pattern names

Bird
patterns Crane Bat/parrot Phoenix Mandarin duck Duck Swallow*

From Lee & Hong. 
(2001). 

From Rosa 
Korea.(n.d.). 

http://www.rosakorea.
com

From The Museum 
of Portal of Korea. 
(n.d.). http://www.

emuseum.go.kr

From The Museum 
of Portal of Korea. 
(n.d.). http://www.

emuseum.go.kr.

From Lee.(2000). 
p.39. 

From JB.(2012).
http://blog.daum.net

Insect
and fish
patterns

Bee/butterfly Cicada Fish Crap Turtle

From Sookmyung 
Woman’s University 

Museum.(2000). 
p.93.

From Korea Culture Information Service 
Agency.(n.d.). http://www.culture.go.kr.

From Rosa 
Korea.(n.d.). 
http://www. 

rosakorea.com.

From Korea Culture 
Information Service 

Agency.(n.d.). 
http://www. 

culture.go.kr.

From hanauction. 
(n.d.). http://www. 
hanauction.com.

<Table�5> The examples of bird, insect and fish patterns

2. The mixed types of embroidery patterns 
버선본집 140점에서 1종류의 문양이 단독으로

적용된 버선본집은 36점(25.7%)이었으며, 복합문양
버선본집은 <Table 8>에서 보듯이 총 104점(74.3%)
으로 단독 문양 버선본집보다 약 3배 정도 더 많았
다. 꽃문양이 주로 단독문양(32점, 22.9%)으로 활용
되었으며, 소수이지만 기하문양(2점), 식물문양(1
점), 새문양(1점)이 단독문양으로 활용되었다. 단독
문양 버선본집 사례는 <Table 9>에 제시되었다. 한
편, 104점의복합문양버선본집을분석한결과(Table 
8), 꽃문양(85점, 81.7%)이 복합문양 조합에 가장 많
이 활용되었고, 그 다음이 식물문양(59점, 56.7%)이
복합문양에 많이 포함되었다. 꽃과 식물 2종류 문양
이 복합문양 버선본집 전체(104점)의 과반수 이상에
서 활용되었다. 조류(54점, 51.9%), 곤충(41점, 39.4%), 
자연(28점, 26.9%) 문양들 또한 복합문양 버선본집
전체의 약 1/3~1/4 이상에서 관찰되었다. 그러나 기
하(18점, 17.3%), 문자(14점, 13.5%), 물상(9점, 8.6%) 
문양들이 활용된 버선본집은 많지 않았다. 버선본집
복합문양들을 3가지 측면(조합되는 문양종류의 숫

자, 쌍을 이룬 문양과 숫자, 전통회화 양식의 적용)
에서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1) Pattern combination using different kinds of 
patterns
조합된 문양종류의 숫자에 따라 복합문양 버선본

집들(104점)을 분석한 결과, <Table 8>과 <Table 9>
에서 보듯이 2종류 복합문양부터 7종류 복합문양까
지다양하게유형화되었다. 특히, 복합문양전체 104
점 중에서 2종류 복합문양(37점, 35.6%)과 3종류 복
합문양(35점, 33.7%) 버선본집 각각은 전체의약 1/3 
이상을 차지하여 복합문양의 주류(69.3%)를 이루었
다. 4종류 복합문양(24점, 23.1%) 버선본집은 그 다
음 순으로 많이 관찰된 반면, 5종류, 6종류, 7종류
복합문양 버선본집들은 소수였다.  
한편, 2~7종류 복합문양 버선본집 모두에서 관찰

된 문양조합은 <Table 8>에서 보듯이 43개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2종류 복합문양 버선본집(37점, 35.6%)
에서는 13개 유형의 문양조합이 관찰되었으며, 꽃/
곤충(F/I)과꽃/새(F/B)의문양조합이상대적으로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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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e patterns Artificial object patterns Geometrical patterns Letter patterns
Names Freq. Names Freq. Names Freq. Names Freq.

Rock 12 Flowerpot 7 Sawtooth 7 A letter meaning good fortune 6
Wave 11 Coral 2 Quadrangle  8 A letter meaning Joy 1
Cloud 7 Triangle 3 A pair of letters meaning joy 3
Sun 3 Heart shape 1 Letters meaning a long life & happiness 2

Entabature 2 Letters meaning long life & 
many suns and wealth & fame 1

Korean letters 1

<Table�6> The frequencies of Beoseonbongips with nature, artificial, geometric and letter patterns

Types Pattern names

Nature
patterns Wave Cloud Rock Sun 

From Dongduk Woman’s 
University Museum. 
(n.d.). http://museum. 

dongduk.ac.kr

From Korea Culture 
Information Service 

Agency.(n.d.). 
http://www.culture.go.kr

From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2004). p.242.

From Korea Culture 
Information Service 

Agency.(n.d.). 
http://www.culture.go.kr

Geometrical 
patterns Sawtooth* Entabature* Heart shape* Quadrangle Triangle

From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2004). p. 251.

From The Museum of 
Portal of Korea.(n.d.). 

http://www.emuseum.go.kr

From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Museum.(n.d.). 

http://museum.cu.ac.kr

From Korea Culture 
Information Service 

Agency.(n.d.). 
http://www.culture.go.kr

From Rosa Korea.(n.d.). 
http://www.rosakorea.com

Artificial
object 

patterns Flowerpot Coral*

From Korea Culture 
Information Service 

Agency.(n.d.). 
http://www.culture.go.kr

From Sodam 
Kyubang.(2004). 

http://cafe.naver.com

Letter 
patterns 

A Chines letter Chines letters Chines letters Chines letters Korean letters

From Kyungwoon 
Museum.(n.d.). 

http://kwmuseum.org

From Korea Culture 
Information Service 

Agency.(n.d.). 
http://www.culture.go.kr

From Korea Culture 
Information Service 

Agency.(n.d.). 
http://www.culture.go.kr

From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2004). p.250.

From Korea Culture 
Information Service 

Agency.(n.d.). 
http://www.culture.go.kr

<Table�7> The examples of nature, artificial, geometric and letter pat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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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inds(37 pieces) 3 kinds (35 pieces) 4 kinds (24 pieces) 5 to 7 kinds (8 pieces)

Types Freq. Types Freq. Types Freq. Types Freq. Types Freq. Types Freq. Types Freq.

F/P 3 P/N 1 F/P/B 12 F/B/N 3 F/P/B/I 8 F/I/N/G 1 F/P/B/I/N 3

F/I 10 P/I 3 F/P/N 3 F/B/G 1 F/P/I/N 2 P/B/I/O 2 F/P/B/I/L 1

F/B 6 B/P 1 F/P/I 2 P/B/G 1 F/P/B/L 2 P/B/I/N 1 F/P/B/N/O 1

F/L 3 B/I 1 F/P/L 1 P/B/O 2 F/P/N/L 1 P/B/N/G 1 F/B/I/N/G 1

F/O 1 L/N 1 F/L/G 3 P/B/G 1 F/P/N/O 1 Unclassified 2 F/P/B/N/L/G 1

F/G 3 L/G 1 F/I/B 3 P/B/L 1 F/P/N/G 2 F/P/B/I/FI/O/G 1

F/N 3 F/I/N 2 F/P/O/G 1

F(Flower), P(Plant), B(Bird), I(Insect), FI(Fish), N(Nature), L(Letter), O(Object), G(Geometric) 

<Table�8> The types of pattern combination using different kinds of patterns

많았다. 2종류 복합문양에서는 꽃문양(29점, 27.9%)
이 가장 많이 활용되었으며, 그 다음이 곤충문양(14
점, 13.5%)이었다. 그러나 2종류 복합문양에서 식물
문양(8점, 7.7%)과 새문양(8점, 7.7%) 활용도는 낮
았다. 3종류 복합문양 버선본집(35점, 33.7%)에 활
용된 문양조합 또한 13개 유형이었으며, 꽃/식물/새
(F/P/B)의 문양조합이 상대적으로 약간 많았다. 3종
류 복합문양에서는꽃문양(30점, 28.8%), 식물문양(23
점, 22.1%), 새문양(24점, 23.1%) 활용도가 비교적
유사하게 높았다. 반면 곤충문양(7점, 6.7%) 활용도
는 낮았다. 4종류 복합문양에 활용된 문양조합은 11
개 유형이었으며(분류가 애매모호한 2점 제외), 꽃/
식물/새/곤충(F/P/B/I)의 문양조합이 상대적으로 약
간 많았다. 5종류 이상의 복합문양 버선본집에서는
꽃/식물/곤충/새/자연(F/P/B/I/N) 5종류문양조합이상
대적으로 약간 높았다. 5종류 이상의 복합문양들일
수록(조합되는 문양종류의 숫자가 많을수록) 꽃/식
물/새문양이 기본적으로 활용되었다.  

2) Pattern combination using paired patterns
버선본집자수문양에서쌍을이룬문양들은 <Table 

10>에서 보듯이 7종의 조류문양, 2종의 충류문양, 3
종의 어류문양 등 총 12종의 세부문양들이었다(학, 
봉황, 원앙, 오리, 박쥐, 앵무새, 새, 나비, 매미, 물고
기, 게, 거북), 이외에기쁠 희 1쌍(喜喜)과같이 문자
가쌍을이룬경우도관찰되었다. 전체 140점에서쌍
을 이룬조류, 충류, 어류문양이 포함된버선본집은

총 56점이었으며(40%), 쌍을 이룬 문양의개수는총
89개로 홀수로 제시된 문양(26개)보다 3배 이상 많
았다. 그리고쌍의숫자에따라쌍을 이룬 문양들(89
개)을 유형화 하면, 1쌍을 이룬 문양(67개)이 2쌍(18
개)을 이룬 문양보다 3.5배 이상으로 많았다. 세부
문양들중에서는쌍을이룬학(29개)이가장많이활
용되었으며, 그다음으로쌍을이룬나비(24개)가 많
이 활용되었다(Table 10). 쌍을 이룬 문양들이 관찰
된 56점(40%)의 버선본집들 중에서 동일종류 문양
들이쌍으로제시된버선본집(37점, 26.4%)이여러종
류의 문양들이 쌍을 이룬 복합문양 버선본집(19점, 
13.6%)보다 약 2배 정도 더 많았다. 특히, 동일종류
문양이 1쌍으로 제시된 버선본집(22점, 15.7%)이
2쌍 이상으로 제시된 버선본집(11점, 7.9%) 보다 2배
더 많았다. 그리고 동일종류가 1쌍의 문양으로 제시
된버선본집의경우, 학 1쌍(10점)과나비 1쌍(9점)이
자수된 버선본집이 다른 종류가 1쌍으로 제시된 버
선본집보다 약간 많았다. 예컨대, 1쌍을 이룬 원앙, 
오리, 새 각각은 1점의 버선본집에서만 관찰되었다. 
동일 종류의 문양이 2쌍 이상으로 제시된 버선본집
을 보면, 학 2쌍(7점)이제시된버선본집이 나비 2쌍
(2점), 봉황 4쌍(1점), 봉황 5쌍(1점)이제시된경우보
다 많았다. 예컨대, <Table 9>의 꽃/식물/새 복합문양
(F/P/B 조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버선본집 뒷면에
학 1쌍, 앞면 두 귀에 학 1쌍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봉황 5쌍은어미 1쌍과 새끼봉황 4쌍으로 조합되었
다(Tabl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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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s The examples of pattern combination

Pattern
combination

based on 
different  
kinds of 
patterns

Only flower patterns Only bird patterns F/P/B combination
From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2004). p.245.
From Korea Culture Information Service 

Agency.(n.d.). http://www.culture.go.kr
From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2004). p.241.

F/P/N/O combination F/P/B/N/O combination* F/P/I/B/FI/O/G combination*
From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2004). p.243.
From hanauction.(n.d.). 

http://www.hanauction.com
From Rosa Korea.(n.d.). 

http://www.rosakorea.com

Pattern 
combination

based on
paired

patterns

 

A pair of cranes, 
phoenixes and butterflies

Two pairs of cicadas 
and a pair of butterflies

Four pairs 
of phoenixes

Five pairs 
of phoenixes

From The Museum of Portal of Korea. 
(n.d.). http://www.emuseum.go.kr

From Korea Culture Information Service 
Agency.(n.d.). http://www.culture.go.kr

From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2004).
p.239

From Korea Culture 
Information Service 

Agency.(n.d.). 
http://www. culture. 

go.kr

Pattern
combination

based on
traditional 
painting 
styles

Flower and butterfly painting Flower and bird painting Lotus flower 
painting

Grass and insect 
painting

From Sookmyung Woman’s 
University Museum.(2000). p.93.

From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2004). p.244.

From Lee.(2000). 
p.39.

From Korea Culture 
Information Service 

Agency.(n.d.). 
http://www. culture. 

go.kr

Swimming fish painting Cloud and crane design Pine and crane 
design

Peach blossom 
design 

From Rosa Korea.(n.d.). 
http://www.rosakorea.com

From Korea Culture Information Service 
Agency.(n.d.). http://www.culture.go.kr

From Lee & Hong. 
(2001).

From Lee & Hong. 
(2001).

F(Flower), P(Plant), B(Bird), I(Insect), FI(Fish), N(Nature), L(Letter), O(Object), G(Geometric) 

<Table�9> The types of pattern combination for mixed pat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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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쌍을 이룬 서로 다른 종류의 복합문양 버
선본집(18점, 17.3%)이 복합문양 버선본집 전체(104
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1/5 정도이다. 쌍을 이
룬 복합문양(18점)들 중에서 쌍을 이룬 2종류 복합
문양 버선본집(14점)은 전체 복합문양의 13.5%를
차지하며, 쌍을 이룬 3종류 복합문양보다 더 많았다
(Table 11). 쌍을 이룬 2종류의 문양조합 유형은 14
개 유형으로 나타났다. 쌍을 이룬 2종류의 복합문양
에서도 학문양(8점)이 가장 많이 조합되었다. 예컨
대, 뒷면의 학 1쌍과 앞면의 문양 1종류(나비 1쌍, 
나비 2쌍, 새 1쌍, 봉황 1쌍, 원앙 2쌍 혹은 새끼 원
앙 2쌍) 각각이 조합되었다. 쌍을 이룬 2종류 복합

Numbers Crane Phoenix Mandarin 
duck Duck Bat Parrot Birds Swallow Butterfly Cicada Bee Fish Crap Turtle Total

One 1 5 2 1 13 1 23

Three 2 1 3

A pair 21 4 7 1 4 1 6 20 1 1 1 67

Two pairs 8 2 2 1 4 1 18

Three pairs  1 1

Four pairs 1 1

Five pairs 1 1 2

Total 29 9 9 1 11 1 10 1 38 1 1 1 1 2 115

<Table�10> The kinds and frequencies of paired patterns 

Two kinds of paired patterns  Freq. Three and four kinds of paired patterns Freq.

A pair of cranes + A pair of butterflies 
A pair of cranes + A pair of birds 
A pair of cranes + A pair of phoenixes

3
A pair of cranes +
two pairs of phoenixes +
a pair of mandarin ducks 

1
A pair of cranes + two pairs of butterflies 
A pair of cranes + two pairs of mandarin ducks
A pair of cranes + two pairs of baby mandarin ducks

3

Two pairs of cranes + a pair of butterflies
Two pairs of cranes + two pairs of butterflies

2 A pair of phoenixes +
a pair of mandarin ducks +
a pair of butterflies 

2
A pair of butterflies + a pair of fish
A pair of butterflies + two pairs of cicadas 2

A pair of bats + a pair of butterflies 
A pair of bats + a pair of craps
A pair of bats + a pair of parrots

3
A pair of phoenixes +
a pair of mandarin ducks +
a pair of butterflies +
a pair of bats

1

Three pairs of bats + a pair of birds 1

<Table�11> The combination types of two kinds and three kinds of paired patterns

문양에서 학문양(8점) 다음으로 활용 빈도가 높은
것은 나비문양(7점)과박쥐문양(4점)이었다. 쌍을 이
룬 봉황, 원앙, 물고기, 매미, 앵무새, 새, 게 각각은
학, 나비, 박쥐와 조합되었으며, <Table 9>에 제시된
나비 1쌍과 매미 2쌍(two pairs of cicadas and a pair 
of butterfly)이 그 예이다. 쌍을 이룬 3종류의 문양들
(3점)과 4종류의 문양들(1점: 학 1쌍, 원앙 1쌍, 나비
1쌍, 박쥐 2쌍)이 조합된 복합문양 버선본집 숫자는
매우 소수이다. 쌍을 이룬 3종류 문양 조합의 예가
<Table 9>에 제시되었다(a pair of cranes, phoenixes 
and butterflies). 한편, 쌍을 이룬 새, 곤충, 물고기 문
양들은 상하, 좌우, 사선 구도에서 서로 마주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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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란히 배치되었다(Table 9, 13, 14, 16).

3) Pattern combination based on traditional 
painting styles 
복합문양 버선본집(104점)들 중 총 27점(26%)

에서 전통회화 양식에 따른 문양조합이 관찰되었

다. 이것은 쌍을 이룬 서로 다른 종류의 복합문양
버선본집(18점, 17.3%)이 차지하는 비율보다 약간
높다. 세부적으로 볼 때, 전통회화 양식의 복합문양
은 9유형으로 구분되었으며, 화접도(9점, 8.7%) 양
식에 근거한 문양조합이 화조도(3점), 연화도(2점), 
초충도(1점), 어락도(1점), 운학문(2점), 송학문(3
점), 선도화문(3점), 수화문(3점) 양식에 따른 문양
조합보다 약간 많았다. 즉, 전체적으로 볼 때, 전통
회화양식을 띈 자수문양 버선본집들은 소수이지만, 
버선본집에 주로 적용된 전통회화 양식은 화접도

양식이었다.

3. The expression and arrangement types of 
embroidery patterns  

1) The expression and arrangement types of 
patterns on a back face
앞뒷면이 보이는 버선본집(64점)과 뒷면이 보이

는 버선본집(22점) 86점을 분석한 결과, <Table 12>
에서 보듯이 도식적 표현양식(45점, 52.3%)이 과반
수 이상으로 주류를 이루었고, 그 다음으로 사실적
표현양식(25점, 29.1%)이 많았다. 추상적 표현양식
(16점, 18.6%)의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리
고 버선본집 뒷면 자수문양의 공간배치 방식(충진
형, 산점형, 구획적 구성형, 회화형)을 표현양식(사
실적, 도식적, 추상적 표현)과 연관시켜 제시하면

Expression 
types 

Arrangement methods of patterns   
Filling a space 
with patterns Scattering patterns Sectional organization 

of a space 
Pictorialization

of patterns Total

Realistic expression 3 0 9 13 25
Schematic expression 9 4 24 8 45
Abstract expression 4 1 9 2 16

Total 16 5 42 23 86

<Table�12> The expression and arrangement of embroidery patterns on a back face 

<Table 12>, <Table 13>과 같다. 면 분할을 통한 구
획별 문양 배치(42점, 48.8%)가 회화형 배치(23점, 
26.7%), 충진형 배치(16점, 18.6%) 각각 보다 약 2~3
배 더 많이 활용되었다. 산점형 배치(5점, 5.8%)가
활용된 버선본집은 매우 소수였다. 특히, 3개 유형
의 표현양식과 4개 유형의 배치방식을 조합한 12개
유형 중에서는 도식적 표현의 자수문양들이 분할된

구획에 구성적으로 배치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24
점, 27.9%). 그리고 구성적 배치의 버선본집들(42점) 
대부분에서 대칭적 구조(37점)의 문양 배치가 주로
활용되었다. 대칭적 문양 배치는 7개 유형으로 구분
될 수 있었으며, 각 유형의 사례가 <Table 14>에 제
시되었다. 좌우대칭(16점)이 상하좌우 대칭(7점), 사
선대칭(5점), 상하대칭(1점), 2코너 유사대칭(1점), 4
코너 유사대칭(4점), 4코너 혼합대칭(3점)에 비해

2~4배 이상 많이 활용되었다. 

2) The expression and arrangement types of 
patterns on a front face
앞뒷면 모두 보이는 버선본집(64점), 앞면이 보이

는 버선본집(54점), 앞면이 일부 보이는 버선본집(7
점) 모두를 포함한 총 125점의 자수문양 표현양식을
분석한 결과, 도식적 표현(82점, 65.6%)이사실적표
현(19점, 15.2%)과 추상적 표현(24점, 19.2%)보다
월등히 많았다. 도식적 표현이 앞면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활용된 것은 분리된 4귀 삼각형의 좁은 공간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면 4귀가 모두 보이는 버선본집(총 118

점)을 대상으로 앞면 4귀 문양의 동일성, 유사성, 상
이성을 분석한 결과, <Table 15>에서 보듯이 11개
유형(인지 불가능한 문양 제외)으로 분류되었다. 삼
각형 4귀에서로다른문양이배치된버선본집이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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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ion
types

Filling a space
with patterns Scattering patterns Sectional organization 

of a space
Pictorialization

of patterns 

Realistic
expression
(25 pieces)

From Korea Culture 
Information Service Agency. 

(n.d.). http://www.culture.go.kr

From Korea Culture 
Information Service Agency. 

(n.d.). http://www.culture.go.kr

From Korea Culture 
Information Service Agency. 

(n.d.). http://www.culture.go.kr

Schematic
expression
(45 pieces)

From Lee & Hong.(2001).* 
From Korea Culture 
Information Service 

Agency.(n.d.). 
http://www.culture.go.kr

From The Museum of 
Oriental Embroidery.(n.d.). 

http://www.orientalembroidery.org

From The Museum of 
Portal of Korea.(n.d.). 

http://www.emuseum.go.kr

Abstract
expression
(16 pieces)

From Rosa Korea.(n.d.). 
http://www.rosakorea.com

From Korea Culture 
Information Service Agency. 

(n.d.). http://www.culture.go.kr

From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2004).  

p.238.

From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2004).

p.252.*

<Table�13> Three expression and four arrangement types of embroidery patterns on a back face

Types The examples of symmetrical patterns

Top/bottom 
and left/right 

symmetry
Top & bottom symmetry Left & right symmetry Top/bottom & left/right symmetry

From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2004). 

p.249.

From Korea Culture 
Information Service Agency.(n.d.). 

http://www.culture.go.kr.
From Korea Culture Information Service 

Agency.(n.d.). http://www.culture.go.kr.

Oblique 
line and 
corner 

symmetry Oblique line symmetry Symmetry of 2 similar 
patterns on 2 corners

Symmetry of 4 similar 
patterns on 4 corners

Symmetry of 4 mixed
patterns on 4 corners

From Korea Culture 
Information Service 

Agency.(n.d.). 
http://www.culture.go.kr.

From Korea Culture 
Information Service Agency.(n.d.). 

http://www.culture.go.kr.

From Korea Culture 
Information Service 

Agency.(n.d.). 
http://www.culture.go.kr.

From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2004). p.247.

<Table�14> The symmetrical types of embroidery patterns on a back 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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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angement methods of patterns  Freq.

Same patterns on 4 tips 8

Similar patterns on 4 tips 13

Different patterns on 4 tips 43

Same patterns on 3 tips and different patterns on a tip 1

Same patterns on 3 tips and no pattern on a tip 1

Same patterns on 2 opposite tips and same patterns on 2 opposite tips 10

Same patterns on 2 opposite tips and similar patterns on 2 opposite tips  6

Similar patterns on 2 opposite tips and similar patterns on 2 opposite tips  15

Different patterns on 2 opposite tips and same patterns on 2 opposite tips  2

Different patterns 2 opposite tips and similar patterns on 2 opposite tips 14

Different patterns on 2 opposite tips and no pattern on the other 2 tips 1

Pattern on an any tip among 4 tips were not recognized 4

Total 118

<Table�15> The arrangement types of embroidery patterns on the four tips of a front face

많았다(43점, 36.4%). 이것은 4귀에 유사한 문양(13
점, 11%)이나 동일한 문양(8점, 6.8%)이 배치된 경
우 보다 많았다. 그리고 마주 보는 2귀에 유사하거
나 동일한 문양이 배치된 버선본집이 많았다(31점,

Types The examples of pattern layout

Same 
patterns on 
four, three 
or opposite 

tips
Same patterns 

on 4 tips
Same on 3 tips 

and on a tip
Same patterns on 

opposite tips* 
Same or similar patterns 

on opposite tips
Same or different 

patterns on opposit tips

From Korea Culture 
Information Service 

Agency.(n.d.). 
http://www.culture.go.kr

From Korea Culture 
Information Service 

Agency.(n.d.). 
http://www.culture.go.kr

From Rosa Korea.(n.d.). 
http://www.rosakorea.com

From 
Ssamzisarang.(2011). 
http://cafe.naver.com

From The Museum of 
Portal of Korea.(n.d.).

http://www.emuseum.go.kr

Similar or 
different  
patterns 

on four or 
opposite tips

Similar patterns 
on 4 tips

Similar patterns 
on opposite tips 

Similar or different 
patterns on opposite tips

Different patterns 
on 4 tips

Different or no patterns 
on opposite tips

From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1997). p.165.

From Korea Culture 
Information Service 

Agency.(n.d.). 
http://www.culture.go.kr

From Korea Culture 
Information Service 

Agency.(n.d.). 
http://www.culture.go.kr

From Korea Culture 
Information Service 

Agency.(n.d.). 
http://www.culture.go.kr

From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2004). p.249.

<Table�16> The layout types of embroidery patterns on the four tips of a front face

26.3%). 즉 마주 보는 2귀 한 쌍 각각에 유사 문양
배치(15점), 마주 보는 2귀 한 쌍 각각에 동일 문양
배치(10점), 마주 보는 2귀 한 쌍에는 동일문양, 마
주보는 2귀한 쌍에는 유사문양이 배치되었다(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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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유사 문양은 문양의 형태나 색상이 아주 조

금 다른 경우를 의미한다. 이외에 마주 보는 2귀 한
쌍의 문양은 상이하지만 나머지 다른 1쌍의 2귀는
유사하거나(14점, 11.9%), 동일하거나(2점), 문양이
없는 버선본집(1점)이 관찰되었다. 버선본집자수문
양의 배치방식 사례들이 <Table 16>에 제시되었다.

V. Conclusions and Discussion

본 연구에서 분석된 버선본집 자수문양의 종류, 
복합화 유형, 표현양식, 배치방식에 근거하여 버선
본집에 나타난 조형미와 상징성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버선본집에는 9개 범주의 52종의 자수문양

들이 활용되었다. 자수문양 종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꽃문양(11종)이 포함된 버선본집은 전체 버
선본집(140점)의 83.6%(단독문양 버선본집 32점, 복
합문양버선본집 85점)를차지하여버선본집에서주
류를 이루는 대표 문양임이 확인되었다. 그 다음으
로 식물문양(10종) 버선본집이 42.9%(단독문양 버선
본집 1점, 복합문양버선본집 59점), 조류문양(8종) 버
선본집이 39.3%(단독 문양 버선본집 1점, 복합문양
버선본집 54점)를차지하였다. 이외에곤충문양(3종)
과 자연문양(4종)은 복합문양 버선본집에만 포함되
었으며, 각각 전체의 29.3%(41점), 20%(28점)에서
관찰되었다. 물상문양(2종), 기하문양(5종), 문자문
양(6종), 어류문양(3종)은 소수의버선본집에서만 활
용되었다. 버선본집의 경우, 꽃문양 외 다른 문양들
은 거의 복합문양에서만 활용되었고, 단독문양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버선본집에 나타난 자수문양을 세부적으로 분석

한 결과, 매화, 모란, 국화, 석류, 복숭아, 학, 나비문
양이 상대적으로 많이 관찰되어, 이들 문양이 버선
본집에서 주류를 이루는 대표 문양임이 확인되었다. 
특히, 기존 연구들에서 보고되지 않았던 28종의 문
양들(매화, 나팔꽃, 도라지꽃, 무궁화, 벚꽃, 접시꽃, 
대나무, 불수감, 열매, 덩굴, 봉황, 원앙, 기러기, 제
비, 오리, 거북, 벌, 매미, 물고기, 심엽형, 사각형, 삼
각형 문양, 구름, 바위, 물결, 해, 화분, 산호 문양)은
전체 버선본집의 과반수 이상(53.8%)에서 새롭게

확인되었다. 이 문양들은 부수적으로 활용되어 버선

본집 자수문양의 변화와 다양화를 이끌었다. 반면, 
기존 연구에서 흉배, 후수, 활옷, 노리개에 활용된
것으로 보고된(Eom & Pyo, 2003) 용, 호랑이, 기린
의 동물문, 당초문, 인물문(동자, 신선), 칠보문과 팔
보문(서각보, 여의두, 가마형 등)은 본 연구의 분석
에 포함된 총 140개 버선본집들에서는 관찰되지 않
았다. 따라서 버선본집에 나타난 자수문양의 종류와
형태를 외면적 측면에서 고려할 때, 권력, 권위의 표
현보다 자연친화적 이미지가 우세하게 드러나는 것

으로 해석된다. 이것은 한국전통자수문양의 미적 특
성은 자연주의로집약된다는관점(Eom & Pyo, 2003; 
Kim, 2001)이 버선본집 생활용품에서도 지지됨을
의미한다. 특히, 버선본집에는 남성들이 산천을 유
람하면서 보게 되는 웅대하고 경외할 만한 산천초

목보다 부녀자들이 내당에서 직접적/간접적으로 경
험한 정겨운 자연물 문양들이 우세하게 드러났다. 
따라서 자연에 도전하거나 맞서 대립하기보다 자연

과 합일하는 수용적 자연미(自然美)가 버선본집에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자수문양의 상징성에 관한 저서(Im, 1998; 

You, 1989), 단행본(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2004), 논문(Eom, 2004; Eom & Pyo, 2003; 
Kang, 2012; Kim, 2001; Kim & Lee, 2006; Lee & 
Choy, 2007; Lee & Kim, 2007; Rhee, 2002; Rhee & 
Lee, 2008)에 따를 때, 버선본집에서 주로 관찰되는
모란(부귀, 번영, 화목, 행복), 매화(장수, 건강, 용
기), 국화(장수, 청춘), 복숭아(다수), 석류(다남), 나
비(부부화합), 학(장수, 관직), 박쥐(장수), 봉황(안
녕, 태평성대), 원앙(부부화합), 물결과 바위(영생불
멸), 톱니돌림과 아자돌림(연속성, 장수), 복(福, 壽
福), 희(喜, 喜喜) 자수문양들은 장수, 자손번창, 다
남(多男), 부부화합, 부(富), 다복(多福)을 상징하는
문양들이다. 그리고 소수이기는 하지만 부수적으로
활용된 불로초, 해, 구름, 대나무, 소나무 등의 문양
(장수), 연꽃, 난초, 덩굴, 열매, 부귀다남 등의 문양
(자손번창, 다남), 새끼 원앙, 오리, 물고기 등의 문
양(부부화합), 불수감과 산호(다복) 및 부귀공명(富
貴功名) 문양들 또한이러한 상징성을 담고 있다. 따
라서 내면적 측면에서 버선본집에 나타난 자수문양

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버선본집 자수문양에는 권
력, 권위, 신분의 표현보다 부녀자들이 일상생활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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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갖는 이상적 삶에 대한 현실적 기원(부부화합, 
자손번창, 장수, 다복, 부귀공명)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다른 생활용품과 마찬가지로 버선
본집에도 조선시대의 유교와 규방문화를 통해 형성

된 시대적/집단적 가치와 의식이 투영되었음을 의
미한다. 또한 선행연구(Eom & Pyo, 2003)에서 언급
된 한국자수문양의 특성(기원하는 바를 사물에 의
탁하는 주술적 특성, 시대적 삶을 표현하는 생활미
술로서의 특성)이 버선본집 용품에 수놓아진 자수
문양들에서도 지지됨을 시사한다.
둘째, 버선본집에는 꽃/식물/새/곤충의 조합과 같

이 하나의 버선본집에 상이한 여러 종류의 문양들

이복합되는경우가많았다(전체 140점의 74.3%). 즉, 
복합문양의 버선본집이 단일 종류 문양이 자수된

버선본집보다 약 3배 정도 더 많았다. 특히, 2종류
(예: 꽃/곤충)와 3종류(예: 꽃/식물/새, 꽃)의 문양 조
합은 전체 버선본집의 약 1/3 정도를 차지하였으며, 
음양조화와 관련된 꽃, 식물, 새, 곤충 문양들이 복
합문양에 주로 활용되었다. 이것은 버선본집 자수문
양 복합화에도 한국 전통미로 일컬어지는 ‘음양 조
화의 이원론적 결합미’가 표현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전통자수문양에도 한국 전통미가 적용
된다는 관점(Kim, 2009)을 지지한다. 한편, 암수 구
분되는 조류, 곤충, 어류 문양들은쌍을 이루어 제시
되기도 하는데, 쌍을 이룬 문양들은 전체 버선본집
의 40%를 차지하였다. 동일한 종류의 문양들이 쌍
으로 수놓아진 버선본집들이 서로 다른 종류의 문

양들이 쌍으로 수놓아진 버선본집들 보다 2배 정도
더 많았다. 그리고 1쌍의 문양이 수놓아진 버선본집
들이 2쌍, 3쌍의 문양이 수놓아진 버선본집들 보다
2배 더 많았다. 문양을 쌍으로 제시하는 것은 반복
에 의한 심미적 표현이기도 하지만, 개별 문양이 갖
는 상징적 의미(부부화합, 생명창조, 자손번창, 상
생, 장수, 복, 안녕)의 강화, 확대의 목적적 의도에
근거한 것이기도 하다(Kim, 2009). 
한편, 동일하거나 상이한 범주의 개별 문양이나

쌍을 이룬 문양들이 조합되어 복합문양을 형성하는

것 외에 전통회화 양식이 엿보이는 복합문양(화접
도, 화조도, 연화도, 초충도, 운학문, 어락도, 송학문, 
선도화문, 수화문) 또한 관찰되었다. 이것은 전체

104점 복합문양의 1/4 정도를 차지하였으며, 화접도

양식의 복합문양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것은 복합
문양들에도 부부화합, 자손번창, 무병장수에 대한
현실적 염원이 상징적으로 표현되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암수 혹은 음양을 상징하는 문양들이 다양한
방식으로(개별적으로, 쌍을 이루어, 회화적으로) 조
합되어 제시되는 복합문양들은 심미적 표현과 상징

적 의미 전달을 동시에 극대화하는 유용한 수단임

을 시사한다. 따라서 부부화합, 자손번창, 불로장생
의 상징미와 음양 조화의 이원적 결합미를 비롯하

여 두 마리씩 쌍을 이루는 완전한 조화미(Eom & 
Pyo, 2003; Kim, 2009)가 버선본집에 잘 드러나 있
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회화적 양식의 복합문양에
서 두 마리씩 쌍을 이루는 학 문양(Eom, 2004; Eom 
& Pyo, 2003; Rhee, 2002)이 상하/좌우/사선으로 마
주 보게 배치된 특성은 한국전통자수문양의 미적

특성의 하나인 ‘이분법적 원칙’에 따른 대칭적 균형
미(Eom & Pyo, 2003; Kim, 2009)가 버선본집 자수
문양에도 적용됨을 의미한다. 이외에 자연문양, 기
하문양, 물상문양, 문자문양들은 부수적이긴 하지

만, 적재적소에 활용되어 복합문양의 조형적 완성도
나 구도적 안정감을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셋째, 버선본집 앞뒷면 모두에서 도식적 표현양

식이 주로 활용되었으며, 도식적 표현양식은 사실적
표현양식이나 추상적 표현양식보다 약 2~3배 많이
활용되었다. 그리고 버선본집 앞면에서의 문양 배치
방식은 삼각형 4귀 문양의 유사성과 상이성에 따라
11개 유형으로 구분되었으며, 버선본집 앞면에 주
로 활용된대표적 배치방식은 4귀 모두에다른 문양
이 배치되는 것이었으며, 마주 보는 2귀에 동일하거
나 유사한 문양이 배치되는 방식 또한 많이 활용되

었다. 따라서 버선본집 앞면에서는 삼각형 4개 공간
에 배치된 문양들의 동일성, 유사성, 상이성 조합에
따른 대칭적(2귀의 상하대칭과 좌우대칭) 구도의 균
형미와 대비적 조화미를 엿볼 수 있다. 한편, 버선본
집 뒷면에는 문양을 대칭적으로 배치한 구성적 배

치 방식이 회화형 배치나 충진형 배치보다 2배 더
많이 활용되었다. 이것은 조선시대 규방공예품 자수
문양에는회화적배치가많다는기존연구결과(Kwon 
& Jang, 2009)와 다른 것으로, 버선본집의 작은 공
간적 특성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버선본집 뒷면
에서도 면 분할을 통한 구성적 배치와 상하,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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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의 대칭적 구도에서 오는 균형미를 엿볼 수 있

다. 따라서 버선본집 앞뒷면에는 한국 전통미의 특
성인 ‘정돈된 단정미’가 상하 대칭, 좌우 대칭, 사선
대칭, 코너 대칭에 따른 양자의 균형감, 질서감, 안
정감을 통해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자수문양의 체계적 지식 축

적에 공헌하는 것은 물론 산업적 활용에도 도움이

될수 있다. 특히, 본 연구는 분석대상인 버선본집을
충분히 확보하여 기존 연구결과들에서 간과되었던

자수문양의 종류와 복합문양의 유형을 새롭게 확인

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정성적 방
법이외에 정량적 방법을 도입하여 자수문양의 종류, 
복합화 유형, 표현양식, 배치방식의 각 유형이 전체
버선본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검토하고, 주류를 이
루는 대표적 유형과 부수적 활용 유형을 검토한 점

도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된다. 
산업적 측면에서 본 연구의 결과들은 한국적 이

미지의 가방, 파우치, 선물함, 문구함 등 보관기능
제품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본 연
구에서 규명된 세부문양, 복합문양, 표현양식, 문양
배치의 대표적 유형들을 각 제품에 추구되는 상징

적 특성이나 미적 특성에 맞게 제품 텍스타일 디자

인개발에응용될수있다. 이외에본연구에서조명
된 자수문양들은 세계인의 기호에 맞춘 현대적 감

각의 나염직물이나 자수직물의 창의적 문양 개발

모티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된 버선본집 자수문양의

배색특성이나 자수기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
리고 사용자나 사용용도가 다른 자수용품들을 대상

으로 개별용품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고유의 자수문

양 특성을 규명하고, 이것이 한국전통자수문양의 보
편적 특성과 어떻게 차별적인지를 조명하는 것도

기존 지식을 수정하거나 보강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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