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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년도 정부 교육과학기2020 (

술부 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

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플러스사(BK21

업, S20AR43D0801). 

This thesis makes it an aim to develop designs of Shinhanbok coats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 formative structure of the lattice window pattern in 

Huijeongdang of the Changdeokgung palace, one of the best architecture in 

Chosun dynasty. Literature review about the history and characteristics of the 

window of Huijeongdang of the Changdeokgung palace was performed on the 

basis of the internet resources and papers, and the examples of the fashion 

design applying the lattice window patterns were analyzed. Then, three style 

Shinhanbok coats were designed and presented with making use of 6 kind of 

lattice window patterns as its motif. The coats were designed in flexible size, 

attempting to clad any kind of body size and shapes. Design 1 drawn from 

Wanjasal, Tisal, Design 2 drawn from Ajasal, Yongjasal, Tisal, design 3 drawn 

from Bitsal, Jungjasal. In conclusion, lattice window patterns of the traditional 

beauty highlighted in view of modern times might be suggested as the motif 

for expressing the proportion with balance and rhythm with stability. The 

division of the space with the line was tried with the technique of the bias 

cutting, stitching and taping with the design of simplicity signified in the 

aesthetics of the vacant space in addition to its ornamental effects. Thus, this 

study would like to contribute to the popularity of the Shinhanbok outlined in 

modern application and unique taste through the study and applications of the 

traditional lattice window pattern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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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Ⅰ

오늘날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 등의 (social network service) 

발달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개별적 유통구조가 글로벌하, 

게 확산되고 있다 다품종 소량생산 구조 속에서 자신만의 . 

개성 있는 스타일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러한 개별적 유통구조와 만나면서 차별화를 

넘어서는 글로벌하고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렇듯 갈수록 세분화되고 독특한 감성을 표출하려는 개성 

있는 전 세계의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더욱 섬세

하고 창의적인 디자인 작업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 

복의 원형을 지키면서도 현대인들의 감성에 맞는 새로운 한

복문화를 만들기 위한 영감의 원천을 많은 신세대 패션디자

이너들이 신한복에서 찾고 있다(Kim, 2015).

신한복 이라는 용어는 년 한복진흥센터에서 신한복   ‘ ’ 2014 ‘

개발 프로젝트 를 진행하면서 처음 사용하였다’ (Lee, 2017). 

이후 오랫동안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점차 신한복에 대

한 대중의 요구가 증가하였고 최근 한류 및 뉴트로, 

열풍의 영향으로 젊은 세대를 타깃으로 한 신한(New-tro) 

복 브랜드가 다수 등장하여 소셜미디어 등을 기반으로 새롭

고 현대적인 감각에 맞춘 하나의 패션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고 있다 신한복이 이렇듯 여러 브랜드를 통(Bae, 2016). 

해 트랜드를 반영하고 미디어 홍보에 치중하는 것은 인터넷

에 익숙한 젊은층이 신한복 블루오션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

기 때문이다(Yim, 2019).

신한복 디자인 영감은 주로 한복의 디자인 요소 및 이미  

지에서 출발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그 영역

을 넓혀서 한국적 이미지 및 한국적 요소에서 아이디어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한국의 건축 중 궁궐은 비. 

교적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고 한국의 문화와 사상을 집약

한 시각적이고 공간적인 예술품이라고 한다 복(Kim, 2003). 

식 또한 시간과 공간 한국인의 생활방식을 드러내는 시각, 

적 공간적인 예술이라는 점에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관점, . 

에서 건축과 복식의 조형성을 접목한 디자인은 최근 트렌드

의 요구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창호는 우리의 건축문화 . 

중에서도 한국적인 미를 잘 담아내고 있고 특히 창살문양의 , 

기하학적 조형성은 현대적 디자인으로 응용이 용이하다. 

궁궐은 유교국가인 조선왕조 건축의 백미로 매우 다양한   , 

창살문양을 보여준다 창덕궁 은 경복궁 덕. ( ) ( ), 昌德宮 景福宮
수궁 창경궁 과 더불어 조선시대 대 궁궐( ), ( ) 4德壽宮 昌慶宮
에 속하며 가장 다양한 창살문양이 사용된 궁궐로 년 , 1997

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실증자료가 현존12

하고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어 연구의 필요성 및 디자인에

의 활용가치가 높다 또한 희정당은 창덕궁의 (Cho, 2012). 

여러 건물 중에서 유리 사용으로 인한 서양 건축 요소의 이

입의 흔적을 알 수 있는 용자살이 사용된 곳이기도 하다

이렇듯 창덕궁의 여러 건축물 중에서 (Lee & Kim, 2009). 

가장 많은 종류의 창살이 사용된 희정당의 창살문양을 중심

으로 신한복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으로 

사료된다. 

한국 건축의 창호는 민가 사찰 궁궐 등 대부분 목조건축  , ,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중 민가와 사찰의 창살문양을 중심. 

으로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 그 중에서도 년 . 2000

이후의 복식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한국전통 창살문양을 응, ‘

용한 호텔 유니폼 디자인 개발 조선시대 사찰(Lee, 2002)’, ‘

의 꽃창살 문양을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현대 입체자수 : 

기법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꽃창살의 조형미(Kang, 2005)’, ‘

를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누노 펠트 기법을 중심: (Nuno)

으로 꽃살문 문양을 응용한 전통복식디자인 (Yim, 2005)’, ‘

연구 조선시대 꽃창살 문양을 응용한 모(H. Park, 2010)’, ‘

피 패션디자인 연구 조선시대 창살의 조형(J. Park, 2010)’, ‘

미를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테이핑 기법을 중심으로: 

한국적 디자인을 기본으로 한 패션문화상품 (Ko, 2010)’, ‘

조끼디자인 개발 전통 창살문양 응용 등이 : (Choi, 2019)’ 

있다 그러나 민가의 창살문양의 경우 초가집이나 기와집 같. 

은 가옥의 형태 등에 따라 다양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고 사

찰은 꽃창살 문양을 대상으로 한 디자인 연구가 대부분으로, 

궁궐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창살문양을 활용한 현대적 패션

디자인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조선시대 궁궐의 전통적인 창살문양에서 영감을   

얻어 현대적 감각의 신한복으로 디자인하는 것은 우리 건축

의 조형미를 패션에 접목하여 디자인 영감의 폭을 넓히고, 

우리의 전통 미의식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되어 연구를 계획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조선시대 . 

궁궐 중 하나인 창덕궁 희정당 창살문양의 조형미를 현대적

으로 해석하여 글로벌 초개인화 시대에 한국인뿐 아니라 우, 

리 문화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 혹은 자신의 독특한 감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누구라도 착용하기 편한 개성적인 스타일

의 신한복 코트 디자인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 

법은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하고자 한다 문헌연구는 . 

조선시대 건축과 창살문양의 특징 및 이를 활용한 디자인 

사례를 단행본 선행연구 인터넷 자료를 중심으로 고찰할 , , 

것이다 세기의 시작이자 한복의 세계화에 앞장 선 이영. 20

희의 뉴욕 카네기홀 패션 공연이 있었던 년 이후의 신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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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 및 서양복을 작품 사례로 다루었다 이를 바탕으로 창. 

덕궁 희정당의 창살문양을 응용한 벌의 봄여름용 신한복 3 ‧
코트 디자인을 개발하고 실물 제작하고자 한다 이는 우리 . 

민족의 정서가 담겨있고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통문양을 현대적 디자인과도 접목시켜 다채롭게 활

용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Kang & Cho, 2011).

이론적�배경.�Ⅱ

조선시대�창호와�창덕궁�희정당1.�

한국 건축에 있어 창호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우리 . 

건축의 특징 중 하나는 건축 정면의 대부분이 벽체 대신 창

호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벽체를 중심에 둔 서. 

양 건축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루며 우리 건축이 공간에 있

어 개방성과 폐쇄성의 공존이라는 독특한 성격을 갖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리고 이러한 창호의 개방성(Joo, 2001). 

과 폐쇄성은 그 공간에 거주하는 사람의 성격과 신분 나아, 

가 사회제도와 문화적 성격까지도 보여준다 또한 창을 통해 . 

들어온 빛에 의해 생긴 창살의 그림자는 시간의 흐름에 따

라 변화되어 그 자체로도 훌륭한 조형미를 보여준다(Ko, 

창호지를 통해 들려오는 자연의 소리와 창살의 그림2010). 

자는 사람의 마음을 차분하고 따뜻하게 만들어 한국적 정서, 

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조선시대는 유교사상과 풍수지리에 입각한 전통적인 지리  

관이 자리를 잡은 시기이고 특히 유교를 선택했던 조선은 , 

풍수지리적으로 가장 좋은 입지에 궁궐을 세웠고 이를 중심, 

으로 건축이 발달하였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궁궐을 비롯하. 

여 많은 건축물들이 축조되었으며 더불어 창호의 문양도 다, 

양하게 발전하였다 일반 주택에서는 단순하고 직선적인 용. 

자살 띠살 등이 사용되었고 궁궐에서는 정자살 빗살 등의 , , , 

정교하고 장엄한 느낌을 주는 창살 사찰에서는 화려한 꽃살, 

이 많이 사용되었다(Kim, 2003).

창덕궁에는 신하들의 하례식 및 외국 사신 접견 등 국가  

의 공적인 행사에 사용된 인정전 신하들과 정치를 ( ), 仁政殿
의논하던 편전인 선정전 조선 후기에 편전으로 사( ), 宣政殿
용된 희정당 왕과 왕비의 처소로서 격식있는 주거( ), 熙政堂
형태인 대조전 왕과 신하들이 시를 읊었던 부용정( ), 大造殿

부용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연회장( ), 芙蓉亭
으로 쓰이기도 했던 주합루 왕이 꽃을 구경하기도 ( ), 宙合樓
하고 시를 쓰기도 하며 서예를 벌이기도 했다는 다목적 장

소인 영화당 순조 때 왕세자였던 익종이 축조한 ( ), 暎花堂

칸짜리 민가풍의 건물인 연경당 그리고 창경궁에 99 ( ), 演慶堂
속한 내궁으로 빈들의 처소였던 낙선재 등이 있다( ) 樂善齋

이처럼 창덕궁은 국가의 중요 행사를 치르던 (Kim, 2003). 

곳으로 조선 후기에는 경복궁 대신 정궁 으로 사용될 , ( )正宮
만큼 활용도가 높은 건물이다 장식된 창살문양 또한 가장 . 

다양하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다(Cho, 2012).

이 중에서도 희정당은 보물 제 호로 정면 칸 측면   815 , 11 , 

칸의 팔작지붕건물이다 건물의 창건연대는 확실하지 않으4 . 

며 연산군 통치 시기인 년에 수문당 건물이 , 1496 ( ) 修文堂
소실되었다가 재건되면서 당호를 희정당이라고 바꾸면서 창

덕궁의 한 건물로 등장하게 된다 이후 임진왜(Kim, 1996). 

란 및 인조반정을 거치면서 건물이 여러 차례 소실되고 재

건되면서 규모도 달라지고 건물의 용도도 바뀌었는데 후대, 

에 편전으로 이용되면서 규모가 늘어나 현재의 큰 규모의 

건물이 되었다 이 건물은 년에 재건할 때 한식을 위주. 1920

로 하면서 양식을 가미하여 응접실과 회의실은 마루 유리 , 

창문 문 상부의 휘장 벽체 등을 양식으로 장식하였으며, , , 

조선 말기와 구한말에 걸친 궁궐 편전의 건축형태를 남기고 

있는 점에서 주목되는 건축물이다(Park, 2013). 

조선시대�창살문양의�유형과�희정당�창호의�특징2.�

한국의 전통창호는 단순한 선으로 크고 작은 공간을 구성한

다 음양의 이치와 같은 수직 수평의 선들이 모여 여러 문. , 

자의 형태를 이루기도 하고 사선이 사용되어 율동감을 주기

도 한다 또한 이렇게 선과 선이 만나 이루어진 (Cho, 2012). 

사각형 삼각형의 면들은 질서를 부여하며 비례가 잘 드러나, 

는 기하학적이고 조화로운 공간을 만들어 낸다(Ko, 2010). 

조선시대 대표적인 창살문양으로는 띠살 정사각형의 기본   , 

형태로 짜여진 정 자살 여백의 미가 잘 드러나는 용( ) , ( )井 用
자살 한자 만 자의 형태에서 비롯된 완자살 단정한 아, ( ) , 卍
름다움이 묻어나는 아 자살 사선의 긴장감과 우아함이 ( ) , 亞
살아있는 빗살 주로 소슬빗살과 어울려 정교하고 화려한 무, 

늬를 빚어내는 꽃살 등이 있다(Ko, 2010).

띠살은 세로축에 일정한 좁은 간격으로 살을 세우고 여기  

에 가로살을 위 아래 가운데에 일정하게 넣어 만든다 이, , . 

러한 비례와 변화가 가능한 구성 때문에 현대적인 느낌을 

주기도 한다 정자살은 가로와 세로살이 규칙적이고 짜임새 . 

있게 배열되어 엄격하고 통제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주로 

궁궐 창호에 많이 쓰이며 사찰에도 사용된다 용자살은 세로. 

살 개에 가로살 개로 이루어져 살대의 짜임이 간결하며 1 2

창호지로 남는 면이 많기 때문에 시원하고 소박한 느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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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 살이 적어 빛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Joo, 2001). 

로 남향에 많이 쓰이며 방과 방 사이의 미닫이문으로도 많, 

이 사용된다 완자살은 크고 작거나 길고 짧은 네모가 조화. 

를 이루는 형태로 조선시대 창살 중 가장 활기차고 다채로, 

운 것이 특징이다 빛의 방향에 따라 면의 크기 음영 등이 . , 

다양하게 나타나고 화려하고 장식적이며 만 자의 의미가 , ( )卍
길상만복 을 뜻하고 있어 궁궐 반가 민가 사찰 ( ) , , , 吉祥萬福
등에 두루 사용된다 아자살은 가로살과 세로살이 교차되어 . 

나타나는 정사각형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져 견고하며 조용한 , 

느낌을 주며 단정한 아름다움으로 조선시대에 가장 많이 사

용된 창살문양이기도 하다 빗살은 개의 살을 서로 . 2 45° 

어긋나게 걸쳐 짜나가면서 마름모를 만들어가는 창살이다. 

이러한 기본형에 와 각도로 짜여진 복잡하고 화30° 150° 

려한 형태의 소슬빗살도 있다 벽체 위에 높은 교창으로 사. 

용되어 통풍창으로 많이 쓰였으며 정자살과 함께 궁이나 사

찰에 많이 쓰이며 사찰에서는 빗꽃살이 주로 나타난다(Joo, 

2001). 

이처럼 창살의 조형미는 수직 수평 사선의 선이 만나 일  , , 

정한 형태를 만들고 이러한 형태가 패턴으로 나타나면서 전

체 건축의 부분적 요소가 되고 이러한 전체와 부분의 조화, 

가 통일감을 만든다 또한 창살문양은 가장 단순한 대칭적 . , 

요소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문양이 중심축을 중심으로 거울 .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내며 이러한 균형감은 우리에게 안정

을 가져다준다 그밖에도 조선 창호의 특징인 창살에 부착된 . 

창호지의 투명성은 빛과 그림자를 통해 공간의 깊이와 색채

를 바꾸기도 하며 자연스러운 변화를 끌어내는 요소이다 본 . 

연구의 대상인 희정당 창살은 에 제시된 바와 같이 Table 1

가장 많은 창살문양이 사용된 건물이다 또한 희정당은 창덕. 

궁의 여러 건물 중에서 드물게 용자살이 사용된 곳이기도 

하다 희정당은 한말 서양식 건축 요소가 더해지면서 창호에 . 

유리를 사용하게 되었고 용자살 본래의 틀에서 창살을 넓혔, 

으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였다고 한다(Lee & Kim, 2009).  

이러한 측면에서 희정당은 우리 전통 복식과 서양의 복식  

이 만나 이루어진 신한복과도 특성이 닮아있으며 우리의 역, 

사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공간이라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깊

다. 

아래의 은 선행연구 및 문화재청에서   Table 1 (Cho, 2012) 

발간한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2013, 2014, 

즉 창덕궁 희정당 신관 실측 수리 보고서 창덕궁 희2015) , , 

정당 대조전 영역 정비 및 활용계획 등을 참조하여 만든 것·

이다.

조선시대�창살문양을�활용한�디자인�사례.�Ⅲ

오늘날 패션 산업은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 유통구조의 변화, 

로 많은 종류의 상품을 소량으로 생산해 시장 반응을 살핀 

뒤 반응이 좋은 상품에 집중하여 마케팅 활동을 펼치는 방

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적이고 개별화된 .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디자인이 필수인 시대가 되었다. 

더구나 한류 및 뉴트로 열풍의 영향으로 신한복 브랜드가 

다수 등장하여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등을 통해 그 영SNS 

향력을 넓히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유명 배우나 아이돌 . 

그룹에 속한 가수들도 신한복을 착용한 모습이 미디어를 통

해 전파되면서 전통과 현대가 결합한 다양한 신한복 디자인

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시점

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기존의 한국 전통 이미지를 활용한 . 

디자인 중에서 본 연구의 대상인 창살문양을 활용한 디자인 

사례는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하나는 전통 한복. 

의 기초 위에 창살문양을 활용한 사례와 다른 하나는 서양

복 기초 위에 현대적인 감각으로 창살문양을 활용한 사례이

다 인터넷 자료의 경우 한복을 기초로 한 사례는 한복진흥. 

센터의 입고 싶은 우리 옷 한복의 날 한복 상점 등의 ‘ ’, ‘ ’, ‘ ’ 

행사에 참여한 업체를 중심으로 사례를 수집하였고 서양복

을 기초로 한 사례는 한옥의 창 창살 등을 검색어로 설‘ ’, ‘ ’ 

정하여 찾은 의상을 중심으로 수집하였다. 

한복을�기초로�한�디자인�사례1.�

전통 한복 이미지를 기초로 한 디자인 사례는 주로 저고리

와 치마 혹은 포의 구성을 이루고 있는데 은 박혜, Figure 8

순의 논문에 제시된 작품으로 용문사 대장전 윤장대의 꽃창

살을 모티브로 제작한 원삼이다 원삼의 앞길에 매직레이스 . 

기법으로 백색과 연분홍의 꽃잎을 빗꽃살 각도로 배열하였

다 역시 박혜순 작품인 치마와 깨끼저고리이다. Figure 9 . 

범어사 팔상전의 격자매화꽃살문을 모티브로 제작하였으며, 

세로 줄무늬 폴리에스테르 원단에 리본테이프로 (polyester) 

매화꽃잎 모양을 배치하고 있다.

은 변황희의 작품으로 비치는 하늘색 저고리에   Figure 10

꽃살문을 프린트한 것이다 는 김영진의 작품. Figure 11, 12

으로 모두 빗꽃살을 활용하고 있다 은 광택이 있. Figure 11

는 치마와 얇은 저고리 위에 겹쳐 입은 조끼에 빗꽃살 문양

이 프린트되어 화려함을 더하고 있다 는 답호 형. Figure 12

태의 조끼 중앙에 빗꽃살 문양을 배치하여 시선을 끌고 있

다 은 박선희의 작품으로 웨딩드레스 스타일의 한. Figure 13



홍수진� 김은정� 배수정� 창덕궁�희정당 창살문양을�활용한�신한복�코트�디자인�개발�/� ( )�‧ ‧ 熙政堂 � � � � � � 125

Table� 1.� Various� Kinds� of� Lattice�Window� Pattern� in� Changdeokgung� Palace

� � � Lattice�
window�
pattern

Palace� hall

Representative
lattice�window� pattern�
of� Changdeokgung�

palace

Injeong
jeon

Seonje
ong
jeon

Huijeo
ng

dang

Daejo
jeon

Nakseo
njae

Buyongj
eong

Yeongy
eong
dang

Yeong
hwa
dang

Seongje
onggak

Tisal

Figure� 1.� Tisal,�
Seonjeongjeon

(www.doopedia.co.kr)

○ ○ ○ ○ ○ ○ ○ ○

Jungjasal
Figure� 2.� Jungjasal,�
Seongjeonggak

(blog.naver.com)

○ ○ ○ ○ ○

Yongjasal

Figure� 3.� Yongjasal,�
Huijeongdang

(Cho, 2012, p.120)

○ ○

Wanjasal

Figure� 4.�Wanjasal,�
Daejojeon

(Cho, 2012, p.120)

○ ○ ○ ○ ○

Ajasal

Figure� 5.� Ajasal,
Nakseonjae

(www.cdg.go.kr)

○ ○ ○ ○

Bitsal

Figure� 6.� Bitsal,�
Yeonghwadang

(www.doopedia.co.kr)

○ ○ ○ ○ ○ ○

Soseul

-bitsal

(Floral lattice 

patterns)

Figure� 7.�
Soseul-bitsal(Floral�
lattice� patterns),
Injeongjeon

(www.cha.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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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sign� Cases� Based� on� Hanbok

Work� case

Figure� 8.�
Park� Hyesoon

(H. Park, 

2010, p.61)

Figure� 9.�
Park� Hyesoon

(H. Park, 2010, 

p.65)

Figure� 10.�
ByunHwanghee,�

2013�
(mywedding.de

signhouse.co.kr)

Figure� 11.�
Tchai� Kim,�

2015
(blog.naver.

com)

Figure� 12.�
Tchai� Kim,�

2015
(blog.naver.

com)

Figure� 13.�
Yedan,�
2015

(www.yedan.

net)

Technique Magic lace

Ribbon tape

&

Magic lace

Pattern print Jacquard Jacquard Lace

Window�
pattern�

Bit-floral

lattice

Floral

lattice

Floral

lattice

Bit-floral

lattice

Floral

lattice

Floral

lattice

Description

- Daejangjeon 

hall of 

Yongmunsa 

temple 

- Peach 

blossom 

pattern

- Wonsam

- Ramie fabric, 

Silk(Ok-sa)

- Palsangjeon 

hall of 

Beomeosa 

temple

- Japanese 

apricot flower 

pattern

- Skirt

- Silk(Ok-sa)

- Jeogori

- See-through

- Vest & Skirt

- Glossy 

material

- Dapho

- Skirt

- 

See-through, 

Layered

Work� case

Figure� 14.�
Coreano,� 2017�

(coreano.kr)

Figure� 15.�
Leesle,� 2017�
(leesle.com)

Figure� 16.�
Tchai� Kim,� 2018�
(tchaikim.co.kr)

Figure� 17.�
Thebomnal,� 2019 

(www.instagram.com)

Figure� 18.� Leesle,�
2019

(leesle.com)

Technique Pattern print lace Graphic pattern Lace Print

Window�
pattern�

Bitsal
Floral

Lattice
Jungjasal Bitsal Ajasal

Description
- Jeogori

- Cotton

- Jeogori

- See-through

- Cotton, Polyester

- Jeogori & Skirt

- Jeogori

- See-through

- Pearl decoration

- Jeogori

- Using pattern of 

door ha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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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을 디자인한 것이다 빗꽃살 문양이 연속된 얇게 비치는 . 

검정 치마로 화사한 느낌을 주었다 는 정유진의 . Figure 14

작품으로 면으로 된 미색 저고리에 빗살무늬를 규칙적으로 

배열하여 프린트함으로써 단조로움을 피하였다 는 . Figure 15

황이슬의 사각 레이스 저고리로 투명하게 비치는 느낌을 살

린 빗살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은 김영진의 작품으. Figure 16

로 저고리와 치마 전체를 흑백의 가로세로 줄무늬를 연속하

여 정자살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은 이서진의 . Figure 17

작품으로 반짝이는 진주알을 수놓은 투명한 저고리에 빨간 , 

꽃자수로 포인트를 주었으며 빗살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은 황이슬의 작품으로 남색 저고리에 아자살을 변Figure 18

형하여 프린트하였고 부분적으로 문고리 문양을 넣어 변화

를 주고 있다 이상의 사례를 다음과 같이 에 정리. Table 2

하였다. 

서양복을�기초로�한�디자인�사례2.�

서양복을 기초로 디자인한 사례는 원피스와 앙상블을 이루

면서 상하의 형태로 디자인한 작품이 주를 이룬다. Figure 

는 박지영의 논문 작품으로 완자문양을 연보라색 코트 전19

면에 후로킹 프린트 한 것이다 후로킹 프린(flocking print) . 

트 즉 식모가공은 원사를 절단하여 단섬유 부스, (pile, flock: 

러기 실 를 생산하고 기초재료에 접착제를 도포한 후 파일) , 

을 산포 불어 붙임 진동 등 기계적인 방법 혹은 그들(pile) , , 

에 고압 정전기를 이용해서 수직으로 심어가는 가공이다

과 은 임재경의 작품으로 천과 펠(Jang, 1994). Figure 20 21

트를 결합한 누노 펠트 기법과 컷 아웃 기법을 활용한 것이

다 은 불갑사 대웅전 어칸 육모소슬빗꽃 창살을 . Figure 20

모티브로 한 원피스형 코트로 의상 전체를 꽃창살 문양으로 

표현하고 있다 은 용문사 대장전 윤장대 삼각소슬. Figure 21

빗꽃창살을 모티브로 볼레로의 몸판은 꽃창살 문양을 소매 , 

부분은 보다 간결한 소슬빗살을 활용하고 있다 와 . Figure 22

은 강은영의 작품으로 기계자수와 패치워크를 활용하여 23

꽃살문을 표현한 것이다 는 연화문 모란문 국화. Figure 22 , , 

문이 있는 꽃창살 문양을 단순화하여 재구성한 작품으로 남, 

색 자켓과 연회색 원피스로 구성한 것이다 은 모. Figure 23

란꽃창살 문양을 모티브로 상의 블라우스에 꽃과 잎사귀를 

부직포를 이용하여 자수로 장식하여 화려하게 표현한 것이

다 는 박재영의 작품으로 내소사 대웅보전 왼쪽 . Figure 24

꽃창살을 모티브로 꽃의 형태를 도안으로 만들어 밍크를 커, 

팅 후 접착제로 고정하여 꽃과 네 장의 잎으로만 창살의 형

태를 표현하고 있다 과 은 고지현의 작품으로 . Figure 25 26

테이핑 기법을 활용한 것이다 는 아자살의 형태를 . Figure 25

형상화한 자켓으로 앞면의 왼쪽과 오른쪽의 문양을 달리하

여 불규칙한 배열과 리듬감을 주면서도 여백의 미를 살린 

작품이다 은 띠살의 형태를 전체적으로 배치하면. Figure 26

서도 앞면의 중앙에 사선을 넣어 단조로움을 피하고 율동감

을 살리고 있다.  

과 은 김수진의 작품으로 흰색의 비치는 소재  Figure 27 28

를 사용하여 창호지와 창살의 조합을 연출한 것이다. Figure 

은 상의에 용자살과 아자살의 형태를 재구성 후 배치하여 27

간결한 느낌을 준 것이고 은 스커트에 아자살의 , Figure 28

형태를 장식하여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살리고 있다. Figure 

은 이상봉의 작품으로 한옥의 창 이라는 주제로 디자29, 30 ‘ ’

인한 것이다 는 아자살의 형태를 드레스 전면에 . Figure 29

배치하여 여성적인 아름다움을 살린 작품으로 빛과 그림자, 

가 어울려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는 창호의 멋을 잘 표현

한 것이다 은 정자살 형태를 활용한 드레스 위에 . Figure 30

완자살의 형태를 재구성한 코트를 매치하고 흰색과 파란색

의 조합으로 간결한 완자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은 박연미의 작품으로 정자살의 기본 형태에 다양Figure 31

한 색을 더하고 획을 추가하여 율동감과 화려함을 더하고 

있다 역시 박연미의 작품으로 정자살의 형태에 . Figure 32 

흑백으로 음영을 달리하여 규칙적이고 차분하게 창살을 표

현한 것이다 이상의 사례를 다음과 같이 에 정리하. Table 3

였다. 

희정당�창살문양을�활용한�신한복�디자인.�Ⅳ

디자인�의도�및�방법1.�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창살문양 중에서도 창덕궁 희정당

에 주로 사용된 창살문양을 모티브로 하여 창살의 조형미를 

신한복 코트 디자인에 응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통 한. 

복의 두루마기 장옷 답호와 같은 겉옷에서 실루엣이나 형, , 

태적인 모티브를 차용하려 한다 또한 검정과 흰색을 주 색. 

상으로 선택하여 명도대비를 통해 창살문양을 강조하려 한

다 그리고 프린트보다는 창살문양의 입체감을 표현하기 위. 

해 바이어스 커팅 스티치 테이핑 등의 여러 가지 기법을 , , 

시도할 것이다 이와 같이 창덕궁 희정당에 주로 사용된 창. 

살문양인 띠살 정자살 용자살 완자살 아자살 빗살을 모, , , , , 

티브로 하여 다양한 수직 수평 사선으로 의상의 공간을 분, , 

할하고 이를 통해 우리 창호가 가지고 있는 비례와 균형, , 

율동과 안정감을 표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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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sign� Cases� Based� on�Western� Clothing

Work� case

Figure� 19.�
Park� Jiyoung

(Park, 2002, p.73)

Figure� 20.�
Yim� Jaekyung�

(Yim, 2005, p.121)

Figure� 21.�
Yim� Jaekyung�

(Yim, 2005, p.103)

Figure� 22.�
Kang� Eunyoung

(Kang, 2005, p.105)

Figure� 23.
� Kang� Eunyoung
(Kang, 2005, p.111)

Technique Flocking print
Nuno felt

Cut out 

Nuno Felt

Cut out

Mechanical 

embroidery

&

Patchwork

Mechanical 

embroidery

&

Patchwork

&

Cut out

Window�
pattern�

Wanjasal
Bit-floral

lattice

Bit-floral

lattice

&

Soseul-bitsal

Floral

lattice

Floral

lattice

Description
- Coat

- Polyester, Nylon 

pile

- Daeungjeon hall 

of Bulgapsa 

temple

- Peony blossom 

pattern

- One-piece coat

- Satine, Vertical silk

- Daejangjeon hall 

of Yongmunsa 

temple 

- Peach blossom 

pattern

- Bolero

- Silk velvet

- Lotus pattern, 

Peony blossom 

pattern, 

Chrysanthemum 

pattern

- One-piece

- Polyester satin

- Peony blossom 

pattern

- Blouse

- Polyester satin

Work� case

Figure� 24.�
Park� Jaeyoung�

(J. Park, 2010, p.118)

Figure� 25.�
Ko� Jihyun

(Ko, 2010, p.71)

Figure� 26.�
Ko� Jihyun

(Ko, 2010, p.77) 

Figure� 27.�
Kim� Soojin,� 2012
(news.naver.com)

Figure� 28.�
Kim� Soojin,� 2012�
(news.naver.com)

Technique
Cut out

&

Patchwork

Taping Taping

Cutting

&

Layered

Cutting

&

Layered

Window�
pattern�

Floral

lattice

Floral

lattice
Ajasal Tisal

Yongjasal

or

Ajasal

Description

- Daejangjeon hall 

of Naesosa temple 

- Chrysanthemum 

pattern

- One-piece

- Mink, Chinchilla, 

Wool jersey

- Jacket

- Wool, 

Silk(Nobang silk)

- Irregular  

arrangement

- One-piece

- Satin, Silk

- Diagonal line 

placement 

- Blouse

- Cotton, Silk 

chiffon

- Use of incision 

lines

- Skirt

- Oganza

- See-through

- Use of incision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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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tinued

Work� case

Figure� 29.�
Lee� Sangbong,� 2013-1

(www.koreafashionnews.com)

Figure� 30.�
Lee� Sangbong,� 2013-2

(m.newsen.com)

Figure� 31.�
Park� Yeonmi,� 2017

(www.dmoment.co.kr)

Figure� 32.�
Park� Yeonmi,� 2017

(www.dmoment.co.kr)

Technique Cutting Print Print Print

Window�
pattern�

Ajasal

Jungjasal

&

Wanjasal

Jungjasal Jungjasal

Description
- One-piece

- See-through

- Lighting

- Coats & Dresses

- Color contrast

- One-piece

- Using a variety of 

colors

- Jacket

- Black-and-white 

contrast

Table� 4.� Three� Coat� Designs� Applying� Lattice� Pattern�with�Materials

Number Motive Materials Item Technical� drawing

Design Ⅰ

Figure� 33.
Wanjasal� pattern

(Lee & Kim, 2009, p.75)

Linen Coat

Figure� 34.� Design� frontⅠ�
(drawn by authors) 

Figure� 35.
Tisal� pattern

(Lee & Kim, 2009, p.69) Figure� 36.� Design� backⅠ�
(drawn by auth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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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ntinued

Number Motive Materials Item Technical� drawing

Design Ⅱ

Figure� 37.
Ajasal� pattern

(Lee & Kim, 2009, p.74)

Silk Coat

Figure� 38.� Design� frontⅡ�
(drawn by authors) 

Figure� 39.
Yongjasal� pattern

(Lee & Kim, 2009, p.74)

Figure� 40.� Design� backⅡ�
(drawn by authors) 

Design Ⅲ

Figure� 41.�
Bitsal� pattern

(Lee & Kim, 2009, p.74)

Silk Coat

Figure� 42.
Design� frontⅡ�

(drawn by authors) 

Figure� 43.
Jungjasal� pattern

(Lee & Kim, 2009, p.74)
Figure� 44.�

Design� backⅡ�
(drawn by auth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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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의 주 타겟은 대로 하고 신한복이 트렌디한 의복으  50

로 인식되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다양한 연령대가 착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자 한다 작품의 실루엣은 체형을 보완할 . 

수 있는 라인으로 설정하고 창살문양이 돋보이도록 단순하A

게 표현할 것이다 이에 길이가 긴 코트 벌 민소매 조끼형 . 2 , 

코트 벌을 제작하고자 한다 소재는 창호의 투명감을 표현1 . 

하기 위해 린넨 또는 사 계열의 실크를 사용하려 한다( ) . 絲
디자인한 작품은 다음에 제시한 와 같다Table 4 . 

작품�제작2.�

작품 1) Ⅰ

디자인 모티브 완자살 띠살- : , 

구성 두루마기와 목판깃을 활용한 코트- : 

설명 제시한 작품은 코트 앞면의 주머니와 뒤판 윗부분- : 

에 완자살과 띠살을 활용하여 디자인한 것이다 앞면 주머니. 

는 큰 사각형을 중심으로 네 귀퉁이에 다른 사각형들이 맞

물려 있는 화려하고 장식적인 완자살의 형태를 응용하였다. 

또한 깃은 동정을 없애 편리하게 만든 목판깃의 형태로 구, 

성하였으며 앞의 여밈은 한복의 고름을 최소화한 얇은 끈으, 

로 처리하여 체형에 따라서 품을 조절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뒤판의 윗부분은 가장 대표적인 창살문양인 띠살을 

응용하여 디자인하였으며 띠살 문양 아래부터 맞주름을 잡, 

아 아래로 갈수록 넓어지는 라인 실루엣으로 활동성을 강A

조하였다. 

작품 2) Ⅱ

디자인 모티브 아자살 용자살 띠살- : , , 

구성 장옷과 목판깃을 활용한 코트- : 

해설 이 작품은 코트 앞면의 하단과 등판에 이르기까지 - : 

아자살 용자살 띠살을 활용하여 디자인한 것이다 앞면 상, , . 

단은 장식 없이 전통 창호의 여백의 미를 강조하였고 주머, 

니를 시작으로 한 하단부는 아자살을 변형한 문양을 활용하

였다 특히 고름을 달아서 체형에 맞게 착용하거나 오픈하여 . 

착용하도록 디자인하여 체형에 무관하게 착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앞면이 상하 다른 문양으로 분할된 것과 달리 뒷면

은 좌우로 분할하여 전통 창호의 좌우대칭 틀을 깨고 변화

와 재미를 시도하였다 뒷면 좌측은 시원하고 소박한 느낌을 . 

주는 용자살로 공간을 크게 구분하였으며 우측은 띠살을 사, 

용하여 공간을 작게 나누어 변화를 주었다 몸에 잘 맞는 . A

라인 실루엣으로 단정하고 여성스러운 멋을 추구하였으며 

다양한 창살문양을 여백과 더불어 분할된 공간에 배치하여 

우리 창호의 비례와 균형을 표현하였다. 

작품 3) Ⅲ

디자인 모티브 빗살 정자살- : , 

구성 답호와 목판깃을 활용한 조끼형 코트- : 

해설 이 작품은 답호 형태를 응용한 길이가 긴 조끼형 - : 

코트로 다른 옷과 레이어드하여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장점

이 있다 또한 조끼는 통풍 및 방한의 효과를 가진다는 점. 

에서 창호와도 유사성이 많은 의복이기도 하다 가장 단순한 . 

형태의 창살문양인 빗살과 정자살을 활용하여 장식적인 효

과를 주었으며 전체적으로 여백의 미를 살리면서 단순하게 , 

디자인하였다 특히 라인 실루엣으로 전체적으로 여유가 . A

있으며 앞여밈 없이 오픈하여 착용하게 디자인하여 체형에 , 

무관하게 착용 가능하도록 디자인하였다 앞면의 주머니는 . 

통풍창으로 주로 쓰였던 경쾌한 느낌의 빗살을 활용하였으

며 뒷판의 중앙은 정돈된 느낌의 정자살을 사용하였다 앞, . 

면과 달리 뒷면은 중심선이 아닌 창호 문양 부근에서 면을 

분할하여 규칙적인 정자살이 답답해 보이지 않도록 의도하

였다 그리고 스티치를 활용하여 분할된 선을 강조하면서도 . 

장식적인 효과를 주었다. 

결론.�Ⅴ

본 연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창덕궁 희정당의 창살

문양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조선시대 궁궐 창호의 조형미

를 담은 글로벌한 신한복 코트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창덕궁. 

은 보물 제 호로 조선 후기에는 경복궁 대신 정궁으로 815 , 

사용될 만큼 중요한 공간이었고 많은 궁궐 중 가장 다양한 , 

창호와 창살문양을 찾아볼 수 있는 건물로 연구의 가치가 

높다 특히 창덕궁 희정당은 구한말 마룻바닥 및 유리 창호 . 

등 서양식 건축 요소가 더해져서 한국적인 것과 서양의 것

이 혼합된 독특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우리 전통 복식과 . 

서양 복식이 만나 이루어진 신한복과도 그 성격이 닮아있으

며 우리의 역사를 보여주는 공간이라는 점에서도 연구의 학, 

술적 의미 및 디자인적 활용 가치가 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덕궁에서 가장 다양한 창살문양을   

볼 수 있는 희정당의 창호에서 디자인의 모티브를 얻어 바, 

이어스 커팅 스티치 테이핑 기법 등을 활용하여 창살문양, , 

의 조형미를 활용한 현대적이고 글로벌한 감각의 신한복 디

자인을 제안하였다 그 결과 희정당에 주로 사용된 창살문양. 

인 띠살 정자살 용자살 완자살 아자살 빗살을 모티브로 , , , , , 

체형을 보완하고 다양한 연령대가 착용 가능한 여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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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esign� -� Design� Motive,� Technical� Drawing,� PhotograhyⅠ�

Design�Motive

Figure� 45.
Wanjasal,� Huijeongdang

(Hwangbo, Doo, W. Han, 

& D. Han, 2008, p.255)

Figure� 46.
Tisal, Huijeongdang

(www.cha.go.kr)

Figure� 47.
Durumagi

(drawn by authors) 

Figure� 48.
Mokpan-git

(drawn by authors) 

Technical� Drawing

Front Back

(same as Figure 34) (same as Figure 36)

Photography

Front Back

Figure� 49.�Work� FrontⅠ�
(made by authors)

Figure� 50.� Work� BackⅠ�
(made by auth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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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Design� -� Design�Motive,� Technical� Drawing,� PhotograhyⅡ

Design�Motive

Figure 51.

Ajasal, Huijeongdang

(Hwangbo et al., 

2008, p.255)

Figure 52.

Yongjasal, 

Huijeongdang

(cm.asiae.co.kr)

(same as Figure 

46)

Figure 53.

Jang-ot

(drawn by authors) 
(same as Figure 48)

Technical� Drawing

Front Back

(same as Figure 38) (same as Figure 40)

Photography

Front Back

Figure 54. Work FrontⅡ 

(made by authors)

Figure 55. Work BackⅡ 

(made by auth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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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Design� -� Design� Motive,� Technical� Drawing,� PhotograhyⅢ�

Design�Motive

Figure� 56.
Bitsal,� Huijeongdang

(www.cha.go.kr)

Figure� 57.
Jungjasal,� Huijeongdang

(www.cha.go.kr)

Figure� 58.
Dapho

(drawn by authors)

Figure� 59.
Mat-git

(drawn by authors)

Technical� Drawing

Front Back

(same as Figure 42) (same as Figure 44)

Photography

Front Back

Figure� 60.� Work� FrontⅢ�
(made by authors)

Figure� 61.�Work� BackⅢ�
(made by auth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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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 벌 조끼형 코트 벌의 신한복을 디자인을 제시하고 2 , 1

실물 제작하였다. 

이러한 희정당의 창살문양을 모티브로 다음과 같은 한복  

의 두루마기와 장옷 답호 형태를 기본으로 한 개의 신한, 3

복 코트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세 디자인 모두 고름을 응용. 

한 여밈 혹은 여밈 없는 디자인이고 신체에 여유 있게 착, 

용 가능한 라인 실루엣으로 신체 사이즈에 무관하게 착용 A

가능하도록 디자인하였다.  

디자인 은 두루마기와 목판깃을 활용한 코트로 앞면의   I , 

주머니와 뒤판 윗부분에 완자살과 띠살을 활용하여 디자인

하였다 앞면 주머니는 큰 사각형을 중심으로 네 귀퉁이에 . 

다른 사각형들이 맞물려 있는 화려하고 장식적인 완자살의 

형태를 응용하였다. 

디자인 는 장옷과 목판깃을 활용한 코트로 코트 앞면의   II , 

하단과 등 부분에 아자살 용자살 띠살을 활용하여 디자인, , 

하였다 앞면 상단은 장식 없이 전통 창호의 여백의 미를 . 

강조하였고 주머니를 시작으로 한 하단부는 아자살을 변형, 

한 문양을 활용하였다 뒷면 좌측은 시원하고 소박한 느낌을 . 

주는 용자살로 공간을 크게 구분하였으며 우측은 띠살을 사, 

용하여 공간을 작게 나누어 변화를 주었다.

디자인 은 가장 단순한 형태의 창호인 빗살과 정자살을   III

활용하여 장식적인 효과를 주었으며 전체적으로 여백의 미, 

를 살리면서 단순하게 디자인하였다 답호와 목판깃을 활용. 

한 조끼형 코트로 다른 옷과 레이어드하여 다양하게 활용 , 

가능한 장점이 있다 앞면의 주머니는 통풍창으로 주로 쓰였. 

던 경쾌한 느낌의 빗살을 활용하였으며 뒤판의 중앙은 정돈, 

된 느낌의 정자살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창살문양 모티브가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데 있어 비례와 균형 율동과 안정의 , 

조화를 표현하는 데 효과적인 소재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또한 선을 통해 면을 분할하면서 의복에 있어 다양한 . 

공간구성을 시도할 수 있었고 바이어스 커팅 스티치 테이, , , 

핑 등 여러 가지 기법을 활용하면서 창살문양을 입체적으로 

표현하면서도 장식적인 효과와 더불어 여백의 미를 살린 간

결한 디자인의 구현이 가능하였다. 

본 연구는 글로벌 시대에 전통 창살문양을 통해 한국의   

아름다움을 현대적이고 독특한 감성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신

한복 디자인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

가 있으며 앞으로 한국적인 디자인 주제와 원리 및 여러 , 

가지 장식적인 기법을 응용한 다양한 연구가 지속되기를 바

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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