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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dentify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Hanbok worn in 
lunar new year parade and Korean parade in New York over the past three years. 
As for the research method, I first collected domestic news articles, overseas Korean 
news articles, and literature reviews about the history of the Korean parade in New 
York and the events of each year. Second, I conducted a case study on Hanbok worn 
in the six parades from 2017 to 2019 using photo data collected through direct 
surveys, ‘YouTube’ video footage and news article photos. Third, I interviewed 
people related to the New York parade about the route of buying and renting the 
Hanbok in the New York area. The types of Hanbok shown in the Korean parade 
in New York can be largely classified as ceremonial, performance, and daily costume. 
There were 65 ceremonial costumes in all, with men wearing Dallyeong (official’s 
robe) and Gorlyongpo (dragon robe) and women wearing Dangui (woman’s 
semi-formal jacket), Wonsam (woman’s ceremonial robe), and Hwarot (princess’s 
ceremonial robe). A number of performance costumes were also worn by the 
Chwitasu bands, Nongak ensembles and fan dancers. Finally, of the 210 daily 
Hanbok, most men wore Baji (pants) and Jeogori (jacket), and women wore Chima 
(skirts) and Jeogori. The parade attempts to showcase the beauty of Hanbok, but the 
costumes repeat year after year, which can feel monotonous to onlookers. This 
research can be used as a reference to effectively utilize Hanbok in future Korean 
cultural events.

Keywords: lunar new year parade(음력설 퍼레이드), New York Korean parade(뉴욕 
코리안 퍼레이드), parade costume(퍼레이드 복식), Hanbok(한복), overseas 
Korean Hanbok(재외동포 한복)

I. Introduction

최근 코로나19(Covid-19) 사태와 맞물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 킹덤

Received July 14, 2020

Revised  August 19, 2020

Accepted August 23, 2020

†Corresponding author

(water51@naver.com)

ORCID

Eunjin Lee

https://orcid.org/0000-0001-5372-8482

Jaehwi Han

https://orcid.org/0000-0002-3279-2837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fund for professors 

on sabbatical leave, 2017.

Copyright©2020, The Costume Culture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

 

－ 463 －



56 뉴욕 지역 한인 퍼레이드에 나타난 한복의 유형과 특징 복식문화연구

(Kingdom)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흑립을 필두

로 한국 전통 관모와 한복에 관심을 가지는 외국인들

이 급증하고 있다. 또 방탄소년단(BTS)이나 블랙핑크

(Blackpink) 등 인기 가수들이 뮤직비디오에서 한복을 

모티브로 한 의상을 착용하여 향후 한국 전통 복식에 

대한 세계의 관심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해외에서 한복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인지도에는 여전히 아쉬운 점이 많은 실정이다. 이탈

리아 명품 브랜드 ‘불가리(Bvlgari)’는 2019년 ‘불가리

의 특별한 스토리와 꿈(Bvlgari, the story, the dream)’
이라는 전시에서 한복을 기모노라고 표기한 바 있다

(Lee, 2019). 또 전 세계를 대상으로 국가별 전통 의

상, 파티복, 댄스복 등을 판매하고 있는 미국 의류 쇼

핑몰 ‘홀세일 댄스 드레스(Wholesale-dance-dress)’
에서는 우리 한복을 “일본 기모노 전통 한복 유카타

(Japanese Kimono traditional Hanbok dress Yukata)”
라고 소개하여(Moon, 2019), 한복과 기모노를 혼동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지역인 뉴욕(New York)은 미국 최

대의 도시로, 문화의 중심지이자 ‘세계 인종의 전시

장’이라고 할 만큼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그 중에서도 뉴욕 퀸즈(Queens)의 플러싱

(Flushing)과 맨해튼(Manhattan) 32번가 지역은 미국 

동부의 한인들이 밀집해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이 

두 지역에서는 매년 설과 추석, 세계 한인의 날을 맞

아 ‘음력설 퍼레이드(lunar new year parade)’와 ‘뉴욕 

코리안 퍼레이드(New York Korean parade)’등의 행

사를 성대하게 열어 뉴욕 한인들의 정치적인 역량과 

한국 문화의 우수함을 보여주고 있다.
‘뉴욕 코리안 퍼레이드’는 미동부 최대 규모의 한

인 축제로,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복과 한국 문화를 직

접적으로 접하는 창구이다. 케이팝(K-pop)과 케이드

라마(K-drama) 등의 한류의 영향력과 인기로 한국 문

화에 대한 다른 민족의 관심이 더욱 높아진 상황에서 

‘뉴욕 코리안 퍼레이드’는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효과적인 장이 될 수 있다.
플러싱은 뉴욕 한인 커뮤니티의 중심지로, 한국 문

화와 관련된 사회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

이다(Yim et al., 2012). Yim(2013)에 의하면 플러싱

에서 개최되는 ‘설 퍼레이드’와 청과상협회의 주최로 

개최되는 ‘추석맞이 민속잔치’는 뉴욕과 뉴저지(New 

Jersey)의 교포들이 대거 참여하는 문화행사이다.
이러한 미국 동부 한인들의 축제에서는 수많은 한

인들이 한복을 갖춰 입고 행사에 참여한다. 특히 본 

논문의 연구대상인 두 퍼레이드에는 다양한 유형의 

한복이 등장하여 세계인의 이목을 끌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3년간 플러싱의 ‘음력설 퍼

레이드’와 맨해튼의 ‘뉴욕 코리안 퍼레이드’에서 착용

된 한복의 유형과 특징,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수정, 
보완할 점을 고찰하는 것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한복

과 한국이 주목받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까지 연구되

지 않은 세계의 다양한 인종과 민족에게 보여지는 뉴

욕의 한인 퍼레이드를 통하여 외국인들이 직접 접하

는 해외의 한복의 활용의 예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

악하고, 개선방안 등을 제안하는 본 연구의 결과는 향

후 해외의 여러 한국 문화행사에서 한복을 활용할 때

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해

외 다른 도시의 한복 착용 실태를 분석할 때 비교자료

로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퍼레이드의 등장인물들이 입은 의복과 

관모를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며, 유튜브(YouTube) 동
영상에 촬영된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해외인 뉴욕에서 진행된 행사이며, 퍼레이드라는 행

사의 성격상 거리적․시간적 한계로 인하여 한복의 

소재, 세부적인 착장방법, 한복의 개인 소유 여부 확

인 등에는 한계가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Ⅱ. Background

1. Lunar new year parade

플러싱의 음력설 퍼레이드는 매년 음력 1월 1일에 

플러싱 다운타운(downtown)에서 뉴욕 퀸즈 한인회와 

플러싱 중국상인 번영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이

다. 매년 <Fig. 1>처럼 연도와 ‘LUNAR NEW YEAR’
라는 문구가 적힌 플랜카드를 들고(Cho, 2017a), 유니

온 스트리트(Union street)와 메인 스트리트(main 
street) 구간을 따라 진행된다(Noh, 2015). 이 퍼레이

드는 한국과 중국이 매년 번갈아 선두에 서서 행진을 

이끈다. 한국과 중국 양측은 행사가 시작되기 몇 달 전

부터 상호 협력을 다짐하며, 퍼레이드의 순서와 코스, 
그랜드 마셜(grand marshal) 초청 등을 의논한다(The 
Korea Time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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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에 플러싱에 한인상인번영회가 결성되었는

데, 1980년대 이후 플러싱 지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

이 크게 증가하면서 1982년에 중국계 상인번영회가 결

성되었다(Min, 2020). 이때 뉴욕에서 설날은 중국 설날

(Chinese new year)로 알려져 있었으며, 한국은 ‘lunar 
new year’s day parade’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중국은 
‘Chinese new year’s day parade’로 각각 사용하는 명

칭이 달랐다(The Korea Times, 2010). 한인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미국인들에게 만연한 중국 설날이라는 인

식을 음력 설날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였다(Noh, 2013). 
1990년 처음으로 한국과 중국이 함께 퍼레이드를 진

행하였으나, 명칭은 통일되지 않았다(Min, 2020). 1997
년 플러싱 한인회의 제안을 통해 한국과 중국의 설날 

축제 명칭이 ‘Lunar new year’로 통일되었고 현재까

지 이어져오고 있다(Yim et al., 2015). 1990년대까지 

중국 커뮤니티와 한인의 축제규모는 대등한 수준이었

으나, 2000년대부터 플러싱에 중국인들이 대거 유입되

면서 한인의 입지가 줄어들었다(Noh, 2014a). 한인사

회는 퍼레이드에서 수적으로 우세한 중국 행렬에 뒤처

지지 않도록 화려한 꽃차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

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Noh, 2015).
2014년에는 ‘꽃차 디자인 공모전’을 열어 공모전에 

선정된 다양한 꽃차 작품들을 선보였고, 중국과의 차

별화를 도모하였다(Seo, 2014). 또한 ‘독도사랑 나라

사랑’ 등의 글씨와 초대형 독도 사진, 태극기 등을 부

착한 독도수호 꽃차를 선보이기도 했으며(Min, 2014), 
<Fig. 2>처럼 한국관광공사 대표 캐릭터인 ‘초롱이’와 

‘초순이’가 등장하여 관람객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Noh, 2014b). 2016년에는 뉴욕 퀸즈 한인회와 한국

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퀸즈 한인회가 주관하여 

60여 개의 한인 단체와 1,200여 명의 한인들이 퍼레

이드에 참가하였다. 2018년에는 28개의 한인 기업과 

단체가 6대의 꽃차 후원에 참여했으며, 2019년에는 

퀸즈 한인회의 행렬에 한인뿐만 아니라, 타민족 청소

년들도 한복을 입고 등장하였다(The Korea Times, 
2019).

2. New York Korean parade

뉴욕에서 매해 진행되는 ‘뉴욕 코리안 퍼레이드’는 

미 동부 한인사회 최대의 축제이자, 미동부 최초의 한

인 가두 행렬이다(The Korea Times, 2018). 뉴욕 코리

안 퍼레이드는 1979년 추석을 맞이해 맨해튼 브로드

웨이 32가 광장에서 펼쳐졌던 농악 퍼레이드를 기점

으로 시작되었다(Chung, 2013). 1980년에는 뉴욕한인

회가 주최하고 뉴욕한국일보가 주관하는 ‘제1회 코리

안 퍼레이드’가 맨해튼 한복판에서 열려 한인 사회의 

위상을 처음으로 미국 주류사회에 당당히 알리는 계

기가 되었다(Lee & Choi, 2019). 당시에 무형문화재 

22호 송파산대놀이 보존자 허호용의 지도를 받은 예

술인, 학생들의 탈춤놀이를 비롯한 부채춤, 농악 등으

로 브로드웨이를 화려하게 수놓았다.
이때 꽃차를 미국에 처음 선보이면서 세계 최초의 

천측관측소인 첨성대 등의 형상으로 한국의 문화 수

준을 알리고자 하였다(Cho, 2017b). 당시 뉴욕 주지사 

휴 캐리(Hugh Carey)는 한국의 개천절인 10월 3일을 

기준으로 매년 10월 첫째 주 토요일을 ‘뉴욕 한국의 

날(the Korean day of the state of New York)’로 선포했

다. 이 때 미국 언론과 한국 언론들은 이러한 한인 최초

의 퍼레이드를 대서특필하였다(Cho, 2017b).
뉴욕 코리안 퍼레이드는 대형 태극기와 성조기를 

앞세우고, 뉴욕 시장을 대표로 하여 한인 사회에 기여

한 정치인들을 그랜드 마셜로 초청하여 뉴욕 심장부 

<Fig. 1> 2017 lunar new year parade
Reprinted from Cho. (2017a).

http://koreatimes.com

<Fig. 2> 2014 lunar new year parade
Reprinted from Noh. (2014b).

http://news.joins.com

－ 465 －



58 뉴욕 지역 한인 퍼레이드에 나타난 한복의 유형과 특징 복식문화연구

미드타운 브로드웨이 아메리카 애비뉴(avenue of the 
Americas) 38~27가를 행진한다(The Korea Times, 2018). 
매년 꽃차, 초대형 거북선 모형, 취타대, 조선시대 전

통 어가, 탈춤, 농악 행진 등과 500여 개의 한인단체, 
수만 명의 행렬이 이러한 브로드웨이를 누빈다(The 
Korea Times, 2013). 현재 뉴욕 코리안 퍼레이드는 한

국일보의 주관으로 뉴욕거리의 9-10월의 연례행사가 

되었다(The Korea Times, 2018).
2007년 뉴욕 코리안 퍼레이드에서는 <Fig. 3>과 같

이 한국 정부의 예산 지원과 국방부 협조로 처음으로 

육군 군악대의 취타대(吹打隊) 행진에 맞춰 세종대왕 
어가행렬을 펼쳤다. 어가행렬은 조선시대 기본 의례서

인 ‘국조오례의’와 조선 후기 정조대 ‘반차도’를 바탕

으로 구성했다(Kong, 2009). 2008년 뉴욕 코리안 퍼레

이드에서는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뉴욕에 널리 알리

기 위해 거북선 모형을 특별 제작하였다(Lee, 2008). 
퍼레이드에 이어 한국문화원에서 주최한 ‘한 스타일

(Han-style)’행사가 열려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전통의 

맛과 멋을 선보이기도 하였다. 2019년 퍼레이드에서

는 <Fig. 4>와 같이 백제문화교류예술단 40여 명이 참

여하여 백제문화를 소재로 다양한 공연을 펼쳤다.

Ⅲ. Methods

본 연구는 최근 3년간 뉴욕의 음력설 퍼레이드와 

뉴욕 코리안 퍼레이드에서 착용된 한복의 유형과 특

징을 파악하는 것으로, 논문의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

다. 첫째,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뉴욕의 한인 

퍼레이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문헌 연구를 실시하

였다. 문헌 연구는 ‘동아일보’, ‘한겨레’, ‘연합뉴스’ 
등의 국내 뉴스 기사들을 비롯하여 ‘미주한국일보’, 
‘미주중앙일보’, ‘라디오코리아’, ‘재외동포신문’ 등의 

해외 한인 뉴스 기사 등에서 뉴욕 한인 퍼레이드의 역

사와 연도별 행사 내용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 

외에 한인 커뮤니티의 홍보 자료, 해외의 한인문화와 

코리아타운에 관한 선행연구, <코리아타운과 한국문

화>, <코리아타운과 축제> 등의 문헌을 바탕으로 뉴

욕의 한인 축제와 퍼레이드의 역사와 특징 등에 관한 

내용을 고찰하였다.
둘째, 최근 3년간 즉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뉴욕

의 두 가지 한인 축제 퍼레이드에서 사람들이 착용한 

한복의 사례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대

상으로 설정한 연간 2회, 총 6번의 퍼레이드 중 2017
년 10월 맨해튼의 ‘뉴욕 코리안 퍼레이드’와 2018년 

2월 플러싱의 ‘음력설 퍼레이드’는 현지를 직접 방문, 
촬영하였다. 사례 조사는 2017년 뉴욕 코리안 퍼레이

드와 2018년 플러싱 음력설 퍼레이드에서 직접 촬영

한 사진과 동영상 공유 서비스 ‘유튜브(http://www.you
tube.com)’의 연도별 퍼레이드 동영상 캡처 사진, 뉴

욕한인회, 뉴욕한국학교 등의 한인커뮤니티 및 뉴스 

기사의 사진 등을 통해 퍼레이드 참가자의 한복 착용 

사진 자료를 수집하였다. 2020년 4월 15일을 기준으

로 유튜브에 업로드(upload)되어 있는 연도별 ‘뉴욕 

코리안 퍼레이드’와 ‘음력설 퍼레이드’를 촬영한 동영

상에 등장하는 한복들을 모두 캡처하여 이미지를 분

석하였으며, 화질이 좋지 않아 정확한 착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하였다. 또한 퍼레이드의 특성상 중

앙에서 촬영되기 보다는 측면에서 촬영한 경우가 많

아, 해당 퍼레이드와 관련된 뉴스 기사의 사진, 커뮤니

티의 홍보용 사진 등도 수집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셋째, 뉴욕의 한인 퍼레이드의 역사와 문화, 뉴욕 

<Fig. 3> 2007 New York Korean parade
Reprinted from Ryu. (2007). 
http://www.dongponews.net

<Fig. 4> 2019 New York Korean parade
Reprinted from Yoo. (2019). 

http://ww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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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퍼레이드 한복 착용 경로 등에 대해 미주한국일보, 
미주중앙일보, 뉴욕한국문화원(Korean Culture Center 
New York), 뉴욕퀸즈한인회(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Queens New York), 뉴욕한인학부모협회(Korean 
American Parents Association of New York), 한복스

토리(Hanbok-story) 등의 관계자를 인터뷰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뉴욕 한인 퍼레이드에서 착용되고 있는 

남녀 성인 한복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복식의 용도

에 따른 유형의 특징이 상이하므로, 각각 유형별로 나

누어 특징을 분석하였다. 뉴욕 한인 퍼레이드에서 나

타난 한복의 유형은 크게 의례복식, 공연복식, 일상복

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의례복식은 전통의례를 재현

하거나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착용하는 복식

이다. 연구대상 퍼레이드에는 한국 전통 혼례복식과 

왕실복식이 나타났다. 연구대상 퍼레이드에 나타난 

공연복식으로는 취타대의 행진이나 사물놀이패의 농

악 공연, 부채춤을 추는 무용가들의 복식 등이 있다. 
따라서 공연복식은 취타대 복식, 농악 복식, 무용 복

식으로 세분하였다. 공연복식은 대부분 단체에 소속

된 사람들이 동일한 옷을 맞추어 입었고, 개인이 맡은 

악기나 역할에 따라 복장이 달랐다. 퍼레이드에 나타

난 무용복식은 대부분 부채춤을 출 때 착용하는 복식

이었다. 그 외에 단체와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한복을 

착용한 여성들이 부채를 장식으로 드는 경우가 일부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2인 이상의 인물이 같은 

옷을 맞춰 입고 부채를 든 경우만을 무용 복식으로 분

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일상복식은 의례복식과 공연

복식을 제외한 치마․저고리, 바지․저고리의 일반적

인 한복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분석은 전신 모습이 모두 나타난 사진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분석대상은 총 312건으로, 최근 3년간 

퍼레이드에서 착용한 복식을 수량화한 것은 <Table 
1>과 같다. 복식의 유형에 따른 복식 종류와 관모 및 

머리모양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여러 명이 단체

로 동일한 옷을 입은 공연복식의 경우 하나의 단체에

서 동일한 복식은 1건으로 수량화하였다.

Ⅳ. Types and Features of Hanbok 

at the Korean Parade in New York

1. Ceremonial attire

1) Men’s ceremonial attire

연구대상 퍼레이드에서는 남성의 의례복 착용은 

총 15건이었다. 그 중 6건이 <Fig. 5>처럼 왕의 상복

(常服)에 해당하는 곤룡포에 익선관을 착용하였고, 9
건은 단령을 착용하였다. 단령을 착용한 9건 중 <Fig. 
6>처럼 사모를 쓴 경우는 5건이나 사모에 양각이 있

는 경우는 단 2건이었고, 나머지 3건은 익선관, 1건은 

상모를 단 전립을 착용하였다. 그런데, 연구대상 퍼레

이드에서 이들 남성과 짝을 이루는 여성이 <Fig. 6>과 

<Fig. 7>처럼 대부분 전통 혼례복을 착용하였기 때문

에, 남성도 원칙적으로 전통 혼례복에 해당하는 사모

관대, 즉 사모를 쓰고 단령에 품대, 화를 착용해야 한

다. 그러나 실제 퍼레이드에서는 남성이 단령을 착용

한 사례 수와 곤룡포를 착용한 사례 수가 유사하게 나

타났다. 그밖에 왕의 곤룡포가 아닌 문무백관의 단령

에도 사모 대신 익선관을 쓴 사례가 많이 나타나며, 가
슴과 등에는 네모난 흉배를, 양 어깨에는 둥근 보를 혼

용하는 사례가 보여 이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한편, 퍼레이드에 사용된 곤룡포의 색상은 대한제

국 시기의 황제가 착용한 것으로 알려진 황색이 3건

으로 가장 많았고, 조선시대 왕의 일반적인 곤룡포 색

상인 붉은색은 1건, 외에도 흑색, 자주색도 각각 1건

이 나타났다. 곤룡포의 가장 보편적인 색상인 붉은색

의 빈도가 낮은 것은 여성의 혼례복이 주로 홍색으로 

나타나, 여성과 남성이 대조되게 표현하기 위함일 것

으로 추정된다.

2) Women’s ceremonial attire

연구대상 퍼레이드에서는 여성의 의례복 착용은 

총 50건이 나타났다. 그 중 당의는 34건, 활옷이 9건, 
원삼은 7건이 나타났다. 조선시대 당의는 예복용 긴 

저고리가 발전한 소례복이었으나, 현재는 저고리와 

같이 일상용으로 입게 되었다. 따라서 활옷과 원삼에 

비해 사례수가 많고, 퍼레이드에서는 당의와 스란치

마나 대란치마를 입고 족두리를 쓰거나 쪽머리를 하

였다. <Fig. 8>처럼 당의의 앞뒤에 보를 달고, 깃과 화

장, 끝동 등에는 금박 또는 은박으로 장식하고 스란치마

나 대란치마 또한 화려한 금박 장식을 통해 화려함을 

강조한 유형이 많았다.
활옷의 경우, 조선시대 유물에서는 붉은색만 존재하

였으나, 연구대상 퍼레이드에서는 <Fig. 6>, <Fig. 9>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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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cases of wearing Hanbok on the Korean parade in New York

Costume item 2017 2018 2019 Frequency

Men’s 
Hanbok

Ceremonial 
attire

Dall-yeong, Ik-seon-gwan 2 0 1
  9Dall-yeong, Samogwandae 2 2 1

Dall-yeong, Jeolrip 0 1 0
Gor-lyon-po, Ik-seon-gwan 3 1 2   6

Performance 
costume

Chwi-ta-su costume 2 2 2   6
Nong-ak band costume 16 19 12  47

Daily Hanbok

Jeo-go-ri, Ba-ji, Bae-ja 3 6 2

 23

Jeo-go-ri, Ba-ji, Bae-ja, Ik-seon-gwan 1 0 0
Jeo-go-ri, Ba-ji, Ma-go-ja 0 2 2
Jeo-go-ri, Ba-ji, Ma-go-ja, Jeonja-gwan 1 0 0
Jeo-go-ri, Ba-ji, Da-po 0 3 1
Jeo-go-ri, Ba-ji, Da-po, Heuklip 1 0 0
Jeo-go-ri, Ba-ji, Du-ru-magi 0 0 1
Po, Ba-ji, Heuklip 1 1 4

 13
Po, Ba-ji, Ik-seon-gwan 0 1 0
Po, Ba-ji, Jeunbok, Heuklip 2 0 2
Po, Ba-ji, Jeunbok, Bok-kkeon 1 0 0
Po, Ba-ji, Jeunbok, Samo 0 1 0
Mix-match 0 3 2   5

Women’s 
Hanbok

Ceremonial 
attire

Dang-ui, Chi-ma 7 11 7
 34Dang-ui, Chi-ma, Jokduri 0 1 4

Dang-ui, Chi-ma, Bi-nyeo 1 2 1
Wonsam, Chi-ma, Jok-du-ri 1 1 1

 7
Wonsam, Chi-ma, Hwa-gwan 1 0 0
Wonsam, Chi-ma, Eo-yeo-meo-ri 0 1 0
Wonsam, Chi-ma 1 1 0
Hwarot, Chi-ma, Jok-du-ri 4 2 0

 9
Hwarot, Chi-ma, Eo-yeo-meo-ri 1 0 0
Hwarot, Chi-ma, Tteo-guji-meori 0 0 1
Hwarot, Chi-ma 1 0 0

Performance 
costume

Dance costume 2 5 2
  11

Etc. 0 0 2

Daily Hanbok

Jeo-go-ri, Chi-ma 38 39 28

122
Jeo-go-ri, Chi-ma, Bae-ja 1 0 2
Jeo-go-ri, Chi-ma, Du-ru-ma-gi 1 4 2
Sak-ddong-jeo-go-ri, Chi-ma 2 4 1
Saenghwal Hanbok 2 6 0   8
Mix-match 4 3 1   8
Etc. 1 2 1   4

Total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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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색 활옷 외에도 <Fig. 7>처럼 녹색 등이 나타났다. 
이는 조선시대 활옷 유물에 바탕을 둔 역사적 사실의 

고증과 재현보다는 몸판의 화려한 색상과 자수를 통

해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원삼은 조선 후기 여성의 대표적인 예복으로 왕비

는 홍원삼, 비빈은 자적원삼, 공주와 옹주는 녹원삼 

등 신분에 따라 다른 색상을 착용하였고, 대한제국의 

황후는 황원삼을 입는 등, 시기에 따라서 다른 색상을 

착용하였다. 연구대상 퍼레이드에는 <Fig. 7>의 왼쪽

과 중앙의 두 여성처럼 녹원삼, <Fig. 10>처럼 홍원삼

이 나타났다. 원삼 차림에는 관모는 족두리를 쓰거나 

어여머리와 같은 가체를 하였으며, 머리장식 없이 평

소의 머리모양 그대로인 사례도 나타났다.
혼례복은 우리 전통의례 중 가장 중요한 용도의 복

식 중 하나로, 혼례복을 착용한 인물은 퍼레이드 도입

<Fig. 5> 
Gorlyonpo, 

Ik-seon-gwan
Captured by author 

from ActionKid. 
(2018). 

http://www.youtube.com

<Fig. 6> 
(Woman) Hwarot, Jokduri

(Man) Dallyeong, Samogwandae
Adapted from 

Korean School of New York. (n.d.). 
http://www.koreanschoolny.com

<Fig. 7> 
Korean ceremonial attire

Adapted from Noh & Park. (2017). 
http://www.okja.org

<Fig. 8> 
Dang-ui, chi-ma

Reprinted from Hanbok-story. (2017). 
http://hanboknyc.com

<Fig. 9> 
Hwarot

Adapted from 
Korean School of 

Southern New 
Jersey. (2017a). 

http://www.facebook.
com 

<Fig. 10> 
Wonsam

Adapted from 
Korean School of 

Southern New 
Jersey. (2017a). 

http://www.facebook.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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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서 화려하고 강렬한 색감으로 퍼레이드를 바라보

는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몰입하게 만드는 역

할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퍼레이드의 시작이나 각 단

체에서 선두로 행진하는 인물이 착용한 사례가 많았

다. 뉴욕 코리안 퍼레이드에서는 대표로 태극기와 성

조기를 들고 행진하는 여성들 대부분이 혼례복을 착

용하였고, 음력설 퍼레이드는 단체를 대표해서 행진

을 이끄는 역할의 인물들이 혼례복을 착용하였다.

2. Performance costume

1) Chwitasu costume

취타수는 군중에서 타악기와 관악기를 연주하던 군

사로(Song, 1995), <Fig. 11>은 2017 뉴욕 코리안 퍼레

이드에 나타난 취타대이다. 뉴욕 코리안 퍼레이드에

서는 매년 20~30인의 남부뉴저지통합한국학교 학생

들이 황색 바지 또는 황색 행전을 하고 황색 포에 황

색 전복을 덧입은 후 허리에는 푸른색의 띠를 두르고 

호수가 달린 황색 립을 쓴 대취타대로 행진한다. 이러

한 취타대는 인원이 많고 색상이 강렬하여 퍼레이드에

서 외국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뉴욕 코리안 퍼레이드에서 대취타의 취타대장은 

<Fig. 12>처럼 길은 황색이고 소매는 홍색인 동다리 위

에 검은 전복을 덧입고 양어깨와 가슴에는 용보를 달

고 화(靴)를 신었다. 이러한 차림은 취타대를 이끄는 

취타대장을 구분하고, 용맹한 이미지를 부여하기 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차림은 취타대가 아

닌 <Fig. 13>의 철종 어진에 표현된 융복(戎服)과 유사

하다. 철종은 융복으로 길은 황갈색, 소매는 홍색인 

동다리의 양어깨에 용무늬의 보를 달고, 가슴에 용무

늬의 보가 달린 검은 전복을 덧입고 허리에는 수를 놓

은 광대와 남색 전대를 둘렀으며, 공작깃털과 해오라기

모양의 입식, 옥장식을 단 전립을 쓰고 등채를 들었다.
퍼레이드에서 중요한 부분인 취타대가 본 논문의 

연구대상 기간인 3년 동안 매년 동일한 복식을 그대

로 착용하여 향후 등장인물의 차림에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대취타대의 복식에 참고할 만

한 구체적인 차림을 볼 수 있는 자료로는 1785년 황

해도 안릉의 신임 현감으로 부임하는 광경을 담은 행

렬도인 ‘안릉신영도(安陵新迎圖)’, 1848년 대왕대비 순

원왕후의 회갑을 기념하여 열린 진찬행사를 기록한 

‘무신진찬도병(戊申進饌圖屏)’, 1902년 고종의 기로소

(耆老所) 입소를 기념하여 거행한 진연례를 그린 ‘임
인진연도병(壬寅進宴圖屏)’, 김홍도의 작품으로 알려

진 19세기의 평생도 ‘관찰사 부임’, 19세기의 것으로 

알려진 ‘평양도’ 등이 있다.
뉴욕 코리안 퍼레이드의 취타대 차림인 <Fig. 11>

은 ‘임인진연도병’ 속의 인물의 복식과 가장 유사하다. 
‘임인진연도병’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취고수들은 <Fig. 
14>처럼 흰색 바지에 흰색 행전을 두르고 황색의 포

<Fig. 11> 
Chwitasu

Photographed by the author. 
(October 7, 2017).

<Fig. 12> 
A captain of Chwitasu 

Photographed 
by the author. 

(October 7, 2017).

<Fig. 13> 
Portraits of King Chol-jong

Reprinted from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n.d.). 

https://www.gogung.go.kr

<Fig. 14> 
Im-in-jin-yeon-do-byeong

Adapted from 
Google Art&Culture. (n.d.). 
https://artsandculture.google.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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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입었으며, 남색의 전대를 하고 꽃이 달린 초립을 

써(Kim, 2010), 바지와 행전의 색상, 초립의 장식 등 

일부에서만 차이가 있다.
또, ‘안릉신영도’에서 북, 호적, 나팔 등을 연주하는 

악대는 <Fig. 15>처럼 남색 협수와 황색 전복을 입고 

흑색 전대를 두르고 홍색 상모를 단 전립을 썼으며 짚

신을 신었다(Kim, 2010). 뿐만 아니라 김홍도의 작품

으로 알려진 19세기의 평생도 ‘관찰사 부임’ <Fig. 16>
에서는 흑색 협수 위에 황색 또는 홍색 전복을 입었으

며 허리에 흑색 전대를 둘렀다. 그밖에 19세기의 것으

로 알려진 평양도 <Fig. 17>에서는 앞장서 가는 취고

수 4명은 홍색의 포를 입고 흑립을 쓰기도 하였다. 이
러한 자료들을 참고하면 향후 취타대 등장인물들의 

차림에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다.

2) Nongak ensembles costume

농악대는 편성된 위치에 따라 다양한 복식을 착용

한다(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NFMK], 2017). 
농악대 중 악기 연주자들의 복식은 크게 바지․저고

리, 쾌자나 조끼 등의 덧옷, 그 위에 두르는 삼색띠, 쓰
개와 상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Chu, 2013). Chu(2004)
에 의하면 농악대의 기본 복식인 바지․저고리, 고깔

은 일상생활에서 착용하던 복식이 그대로 정착한 것

으로, 농악대는 지역에 관계없이 흰색의 바지․저고

리를 기본 복식으로 착용한다(NFMK, 2017). 한국의 

전통 농악 복식의 경우, 지역에 따라 덧옷의 색상, 삼
색띠의 색상 조합과 매는 방법, 고깔의 형태 등이 다

르다(Chu, 2004).

뉴욕 코리안 퍼레이드의 농악대는 흰색의 바지․

저고리를 기본으로 하여, 다양한 색상의 쾌자나 반비

를 입고, 그 위에 삼색띠를 둘렀다. 뉴욕 코리안 퍼레

이드의 농악대 또한 쾌자의 색상, 띠의 색상, 고깔의 

형태 등이 다양하였다. <Fig. 18>처럼 푸른색 조끼에 

분홍색 띠를 두른 사례, 검은색 조끼 위에 삼색띠를 

두른 사례 등이 있다. 그러나 이는 지역의 차이가 아

니라 각각의 단체를 구분하기 위함이며, 다양한 색상

의 덧옷을 통해 관객의 이목을 끄는 효과를 얻는다.
농악대도 취타대처럼 퍼레이드에서 중요한 부분임

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의 연구대상 기간인 3년 동안 

매년 동일한 복식을 착용하여 향후 등장인물의 차림

에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는 현재 지역

만의 독특한 특징이 나타나는 농악을 보존 및 계승해

오고 있다. <Fig. 19>는 2003년 국내의 이리농악의 공

연 모습으로, 흰색 저고리․바지에 보라색이나 검은

색 반비를 입었다. 가슴 위로 노란색과 붉은색을 둘러 

묶어 허리 뒤로 늘어뜨렸으며, 흰색 수술을 머리에 묶

었다. 이 외에도 고산농악, 광명농악, 남원농악 등 각 

지역별로 다양한 농악복식이 존재한다. 향후 한인 퍼

레이드에서도 단체마다 여러 지역의 농악대 복장을 

보여주는 방안 등을 통해 복식을 다양화 할 수 있을 

것이다.

3) Dance costume

설날 퍼레이드와 뉴욕 코리안 퍼레이드에서 무용 

복식으로는 부채춤 복식이 나타났다. Chun(2013)과 

Huh(2007)에 따르면 초기 부채춤 의상은 <Fig. 20>처

<Fig. 15> 
An-ryung-shin-young-do
Adapted from National 

Museum of Korea. (n.d.). 
http://www.museum.go.kr

<Fig. 16> 
Pyeong-saen-do
Adapted from 
Seo. (2002). 

p.159.

<Fig. 17>

Pyong-yang-do
Adapted from 
Seo. (2002).

p.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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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맞깃 형태의 긴 저고리를 착용하여 직선적인 실루

엣이 나타났다(Chun, 2013; Huh, 2007). 그런데 1950
년대 말 해외 공연에서 우리나라의 부채춤이 중국과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반응으로 인해 부채춤 의상으

로 당의를 도입하였다(Huh, 2007). 1960년대 이후에

는 치마와 당의를 입고, 머리에는 화관을 쓰고 모란무

늬의 부채를 든 차림이 부채춤의 대표적인 복식으로 

자리 잡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Huh, 2007).
두 퍼레이드에서 모두 부채춤의 복식으로는 <Fig. 21>

처럼 당의와 치마를 입고 족두리를 썼다. 대부분 붉은 
치마에 연두색, 노란색, 푸른색 등 다양한 색상의 당

의를 입고, 당의의 앞․뒷길에 화려한 자수를 더하였

다. 자수에 스팽글, 비즈 등의 화려한 장식을 더하기

도 하였다. 또 당의의 안고름의 길이를 바깥 고름보다 

길고 넓게 하거나 길과 치마의 색상의 보색을 사용하

여 장식미를 더하였다. 그밖에 <Fig. 22>처럼 크리스

탈, 비즈, 진주 등 현대화된 화려한 장식을 붙인 족두

리를 착용하였다. 두 퍼레이드의 무용복식은 뉴욕 현

지의 국악원, 무용단, 민속무용학원 등에서 공연용 차

림인 경우가 많아 대체로 과장되게 화려하여 짧은 시

간에 이목을 끄는 장점이 있다. 향후에는 우리 전통의 

단아함과 우아함, 현대화된 모던함 등을 보여줄 수 있

는 다채로운 콘셉트의 공연복식이 필요할 것이다.

3. Daily Hanbok

1) Men’s daily Hanbok

퍼레이드에 나타난 남성의 한복 차림은 저고리와 

<Fig. 18> Nongak ensembles costume
Captured by author from ActionKid. (2018). 

http://www.youtube.com

 <Fig. 19> Erie Nongak Performance in 2003
Reprinted from Chu. (2004). 

p.82.

<Fig. 20> 
Early fan dance costume

Reprinted from 
Choi. (n.d.).

http://www.arko.or.kr

<Fig. 21> 
Fan dance costume

Captured by author from 
ActionKid. (2018). 

http://www.youtube.com

<Fig. 22> 
Jok-du-ri

Photographed by the author. 
(February 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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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를 기본으로 착용하고, 그 위에 여러 덧옷을 겹쳐 

입은 형태가 주로 나타났다. 전체 41건 중 저고리 위

에 배자를 착용한 경우는 12건이 나타났으며, <Fig. 23>
처럼 답호를 덧입은 경우와 <Fig. 24>처럼 마고자를 

덧입은 경우가 각각 5건 나타났다. 바지, 저고리 차림

에는 대부분 관모를 쓰지 않았지만, 2017년도에는 익

선관, 정자관, 흑립을 착용한 경우가 나타났다. 그 외

에 포만 입거나 또는 <Fig. 25>처럼 포에 전복을 덧입

은 경우는 13건 나타났다. 포는 대부분 연령대가 높은 

남성이 착용한 경우가 많고 이 연령층은 흑립과 같이 

관모를 갖추어 착용하였으며, 복건, 익선관을 착용한 

경우도 있었다. 그밖에 방한을 위해 <Fig. 26>처럼 한

복 차림에 서양복 외투를 덧입거나 하의만 한복 바지

를 입고 상의는 서양복을 입는 경우, 청바지에 상의를 

마고자를 혼용하여 입은 경우도 나타났다.
연구대상인 두 퍼레이드에서 남성의 일상용 한복

의 착용 사례는 성인 여성에 비해 현저히 적었다. 이
처럼 일상용 한복에서 성별의 차이가 큰 것은 퍼레이

드에 참여한 한인들이 평소에 소유하고 있는 한복을 

착용한 경우가 많은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주 중앙일보, 미주 한국일보 관계자 인터뷰에 따르

면, 퍼레이드의 주관은 신문사이나, 퍼레이드의 의상

은 주관사에서 관여하지 않고 참여하는 단체나 개인

이 각자 소유한 의상은 착용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는 

현지 한복업체의 무료 대여에 의한 것이었다. 또한 플

러싱의 한복업체 관계자 인터뷰에 따르면, 뉴욕에서 

한복의 착용은 웨딩촬영, 피로연, 혼주 등 결혼식용이 

70%, 돌잔치가 20%, 팔순잔치, 기타 행사, 파티, 직장

이나 종교 등의 한국 관련 문화행사 등이 10% 정도로 

구성되며, 구매나 대여 모두 주로 성인 여성 한복 중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여성은 한복을 맞추더라도 

남자는 대여를 하거나 양복을 입는 사례가 많다.
이처럼 뉴욕의 두 한인 퍼레이드에서 일상용 남성 

한복의 착용 사례가 적게 나타난 것은 2012년 캐나다 

토론토 한인 부부 100쌍의 한복 소유 현황을 조사한 

Kim(2012)의 연구의 결과와도 유사하다. Kim(2012)
에 따르면 캐나다 토론토 한인 사회에서도 여자가 남

자에 비해 한복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

났으며, 이는 대부분이 결혼 예복용으로 구매한 것이

었다.

2) Women’s daily Hanbok

퍼레이드에서 성인 여성의 일상용 한복 착용 사례

는 142건이었다. 여성의 일상용 한복은 대부분 치마․

저고리 중심이었다. 배자와 두루마기를 착용한 경우

가 적지만 8건 나타났고, 색동저고리를 입은 경우도 

<Fig. 23> 
Da-po

Captured by 
author from 
ActionKid. 

(2018). 
http://www.youtu

be.com

<Fig. 24> 
Ba-ji, Ma-go-ja
Adapted from 
Korean School 

of Southern 
New Jersey. 

(2017b). 
http://www.fac

ebook.com

<Fig. 25> 
Po, Jeun-bok, Sa-mo 

Photographed 
by the author. 

(February 17, 2018).

<Fig. 26> 
Mix-match

Photographed 
by the author. 
(February 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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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건 나타났다. 한복을 착용한 여성들은 비녀와 같은 

전통 장신구를 사용하진 않았지만, 머리를 곱게 빗어 

넘겨 뒤에서 고정시킨 쪽머리와 유사한 올림머리를 

하였다. 여성은 동일한 한복을 맞춰 입은 경우를 제외

하고는 <Fig. 27>처럼 노란 계열 저고리에 붉은 계열 

치마를 착용하거나, 연한 분홍빛 저고리에 분홍색 치

마를 착용한 경우의 빈도수가 3년 모두 가장 높게 나

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유사하다(Jung & 
Lee, 2018).

퍼레이드에서 착용되는 한복의 형태를 보면 주로 

치마․저고리 중에는 무늬가 없는 단색의 저고리에 

깃이나 고름, 곁마기의 색으로 포인트를 주거나, 치마

에 자수나 무늬가 있는 원단을 사용한 소박한 스타일

이 나타난다. 일부는 <Fig. 8>이나 <Fig. 28>처럼 금박

이나 은박의 스란치마 위에 금․은박이 보이도록 길

이가 조금 짧은 옷감을 겹쳐 만든 치마를 착용하거나 

<Fig. 29>처럼 말기가 화려한 치마를 착용하였다. 이

러한 형태의 금․은박 치마는 2014~2015년 국내에서 

유행하였던 치마의 한 형태이다. 플러싱의 한복업체 

관계자 인터뷰에 따르면 일부의 한복은 현지에서 만

들어지기도 하지만, 한국의 서울 광장시장과 청담동, 
남대문시장, 대구 서문시장 등의 협력업체의 카탈로

그를 보고 한복 원단을 구매하고 바느질까지 한국 내 

업체에 의뢰하여 완제품 한복을 항공우편으로 뉴욕 

매장으로 받아 판매되는 경우도 많다. 이를 통해 한국 

내 한복의 트렌드가 뉴욕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그 외 빈도수는 8건으로 적지만 무릎길이로 변형된 

한복치마를 착용하거나 원피스형의 생활한복을 착용

하기도 하였다. 또한 한복치마에 블라우스나 셔츠를 

입거나 당의나 저고리에 청바지를 착용하는 등 한복

과 서양복을 혼용하는 사례도 8건 나타났다.

Ⅴ. Problem of Hanbok 

at the Korean Parade in New York

1. Repeated reuse of the same Hanbok

한인 퍼레이드에는 매년 참여하는 단체와 협력업

체가 있다. 이 때문에 동일한 한복을 재사용하는 사례

가 나타났다. 그 예로 한인 학생들이 선보이는 취타대 

공연의 경우, 동일한 학교에서 매년 진행하다보니 <Fig. 
11>의 의상을 매번 착용한다. 또 <Fig. 30>은 ‘뉴욕 코

리안 퍼레이드’에 등장하는 태극기를 들고 행진하는 

여성들이다. 태극기를 든 치마․저고리 차림의 여성

들은 퍼레이드에서 중요한 역할인데, 이 때 착용한 흰

색 치마․저고리는 연구대상 3년의 퍼레이드에 모두 

등장한다. 뿐만 아니라 <Fig. 31>처럼 2012년의 코리

안 퍼레이드에도 동일한 한복을 착용하였다. 향후 이

와 같이 중요한 역할에 동일한 한복이 매년 반복적으

로 사용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2. The lack of Hanbok items

음력설 퍼레이드는 겨울에 개최되기 때문에 퍼레

이드 참가자들이 보온을 위하여 한복과 함께 서양복 

<Fig. 27> Jeo-go-ri, Chi-ma 
Captured by author from ActionKid. (2018).

http://www.youtube.com

<Fig. 28> 
Chi-ma 

Photographed by 
the author. 

(February 17, 2018).

<Fig. 29> 
See-through Jeo-go-ri

Photographed by 
the author. 

(February 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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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를 착용한 사례가 나타났다. 2019년 음력설 퍼레

이드의 한 참가자는 <Fig. 29>처럼 겨울임에도 불구하

고 치마말기가 비치는 얇은 저고리를 착용하기도 하

였다. 반면, 겨울의 계절감을 살릴 수 있는 배자나 두

루마기와 같은 전통 의복의 착용은 매우 적었다. 또한 

대부분이 한복 차림에 서양식 장갑이나 목도리 같은 

방한용품을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향후 ‘음력설 퍼레

이드’는 ‘뉴욕 코리안 퍼레이드’와 차별화하여 우리 

전통 한복에서 누비, 털배자, 갖저고리, 방한모, 토수 

등 겨울의 계절감을 살릴 수 있는 전통 장식기법과 겉

옷, 방한모, 장신구 등의 요소를 다채롭게 활용할 필

요가 있다.
한편, 관모부터 옷차림을 모두 갖추었으나, 신발은 

운동화나 샌들을 신는 등 전통신발까지 갖추어 착용

한 사례가 매우 드물었다. 우리 전통신발은 긴 구간을 

걸어야 하는 퍼레이드에는 신기 불편하여 참가자들이 

한복 차림에 서양식 신발을 신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내에서 전통요소를 활용한 새로운 신발들을 선보이

고 있으므로 향후 한국 전통신발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으면서도 퍼레이드에 불편하지 않도록 착용할 수 

있는 신발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3. Errors in how to wearing Hanbok

착장상태 면에서는 남성은 왕의 곤룡포가 아닌 문

무백관의 단령, 저고리, 바지, 배자 차림에도 익선관

을 쓰는 등 복식에 관계없이 익선관을 착용하는 오류

가 나타났다. 또한 단령의 몸판에는 네모난 흉배를, 
양 어깨에는 둥근 보를 혼용하였고, 곤룡포의 색상도 

자주색, 검정색 등의 색을 사용하는 사례가 보여 이에 

대한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여성은 붉은색 활옷 외에도 분홍색, 녹색 등의 활

옷이 등장하였고, 치마가 서양식의 A형 실루엣이 나

타나기도 한다. 또, 속치마를 생략하여 치마가 일자로 

처지거나 치마 안에 입은 청바지나 레깅스 등이 노출

되는 사례도 보인다. 또 <Fig. 28>과 <Fig. 29>처럼 치

마말기의 끈을 길이와 폭을 늘리고 허리선을 강조하

여 등 뒤에서 서양식의 리본 형태로 묶었다. 이러한 

오류는 한복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훼손할 수 있으

므로 향후 한복의 전통적인 착장방식의 정확한 반영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Ⅵ. Conclusion

최근 한류 문화의 인기에 힘입어 한복에 대한 세계

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국제도시 뉴욕에서 펼쳐지는 한인 퍼레이드에 

나타난 한복의 유형과 특징,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수정, 보완할 점을 고찰하였다. 이 결과는 향후 해외

의 한국 문화행사에서 한복을 활용할 때에 참고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간 2회씩 총 6회의 한인 

퍼레이드에서 나타난 한복의 유형과 특징을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인 퍼레이드에서 활용되는 한

복의 유형은 크게 의례복식, 공연복식, 일상복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의례복식으로 남성은 왕의 상복인 곤룡포에 

익선관을 주로 착용하였으며, 여성은 활옷, 원삼과 같

은 혼례복, 당의와 같은 소례복이 나타났다. 의례복식

<Fig. 30> 2019 New York Korean parade
Captured by author from Gee O. (2019). 

http://www.youtube.com

<Fig. 31> 2012 New York Korean parade
Reprinted from The Korea Times 
Special Reporting Team. (2012). 

http://www.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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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퍼레이드의 주요인물이나 단체를 대표하는 인물이 

착용하였으며, 남녀가 짝을 이루어 구성되었다. 본 연

구대상인 3년 모두 여성의 혼례복인 활옷․원삼과 왕

의 집무복인 곤룡포가 세트로 등장하는 오류가 나타

났다. 이처럼 여성이 혼례복을 착용한 경우에는 남성

도 사모관대의 차림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또한 향후 

왕과 왕비의 대례복인 면복과 적의 등도 활용하여 한

국의 전통 예복 문화를 다채롭게 소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연복식으로는 취타대 복식, 농악대 복식, 

부채춤 복식 등이 나타났다. 뉴욕 코리안 퍼레이드는 

취타대로 시작되면서 관람객의 시선을 압도하였다. 
그러나 취타대의 복식은 매년 동일하게 반복된다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에는 같은 취타대라 

할지라도 ‘안릉신영도’, ‘무신진찬도병’, ‘임인진연도

병’, ‘관찰사 부임’, ‘평양도’ 등을 참고하여 복식의 구

성에 변화를 준다면 매해 새로운 공연을 보여줄 수 있

을 것이다. 농악은 한인단체들이 서로 단결하고 축제

의 흥을 돋우는 장치로 활용되고 있는 농악의 복식은 

대부분 유사하지만, 반비의 색, 어깨와 가슴에 두르는 

띠의 색상 및 두르는 모양, 고깔의 유무 등에서 차이

가 보였다. 국내 전통 농악복식은 지역에 따라 고유한 

특성이 나타나므로, 향후 각 단체들이 지역별 복식의 

차이를 활용한다면 새로운 농악대 복식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부채춤 복식은 당의와 치마, 족두리 차

림에 자수와 스팽글로 화려하게 장식하여 퍼레이드에

서 이목을 끄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매년 퍼레이드에

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므로 향후 단아함, 우아

함, 모던함 등을 표현하는 새로운 콘셉트의 공연복식

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일상용 한복은 남성이 41건, 여성이 142건으

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3~4배 이상 많이 등장하였는

데, 그 구성은 남성의 경우 바지․저고리에 마고자, 
전복, 포, 두루마기 등을 덧입었고, 여성은 대부분 치

마․저고리 차림으로 단순하였다. 일상용 한복은 한국 

한복의 트렌드가 많이 반영되기도 하지만, 예복이나 

공연복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인 소장품을 착용한 사

례가 많아, 한복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이 왜곡되지 않

도록 향후 갖추어 입는 전통속옷이나 신발, 착장법 등

을 총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뉴욕 한인 퍼레이드에서 등장하는 한복 중 일

부만이 뉴욕 한국문화원 등 단체의 소장품이고, 축제

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단체들은 의상구입비용 등의 

문제로 개인에게 의상 준비를 맡기면서 개인이 소장

하고 있는 한복을 착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매년 유사한 한복이 반복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한국의 음악, 영상, 음식, 복식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한인 퍼레이드

는 우리 전통 복식에 대한 관심을 갖는 외국인들에게 

한복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채로운 아름

다움을 소개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특히 

지역적인 특성과 파급력을 고려하면, 뉴욕에서 개최

되는 퍼레이드는 한국의 국가 이미지 제고에 있어서 

그 어느 행사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향후 

뉴욕 한인 퍼레이드 등의 행사에서 고증과 재현뿐만 

아니라 최근 국내에서 현대적 감성에 맞게 개발, 활용

되고 있는 다채로운 우리 전통복식 문화를 소개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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