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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에서는 조선 시대 흉배1)(胸背)의 학(鶴)무늬를 응용하여, 비보이 의상을 제작했다.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의 비보이가 

표현하는 순수함과 사랑의 진정성, 그리고 무대에서의 비무(飛舞)의 의미를 함축하는 ‘학 문양’을 활용했고 한복의 기능성을 부각시

켜 무대에서 착용하기 용이하도록 제작했다.  

I. 서론 

1. 연구배경과 방법
  

  21세기 들어 문화산업과 문화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세

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전통문화의 중요성은 더욱 크게 부

각되고 있다. “패션도 전통문화와의 융합을 통해 길을 찾

아야 한다.”는 최광식 문화관광부 장관의 말처럼, 앞으로

도 현대 의복을 전통문화와 접목하는 시도가 늘어날 것이

다.

 

   본 연구에서는 비보이를 대표 할 수 있는 작품 ‘비보이

를 사랑한 발레리나’를 선택하여 무대의상을 제작하였다.

  조선시대 상복의 흉배(학 무늬)가 기리는 디자인적 조형

요소를 살려 새롭게 재해석 하고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 

(Adobe illustrator CS3)를 이용하여 디지털 패턴을 제작

하여 티셔츠에 응용하였다. 또한 한복바지의 전통 패턴 기

법과 서양의 현대적 패턴 기법을 믹스한 새로운 스타일의 

배기팬츠 패턴 기법을 연구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조선시대 상복(常服)의 정의와 유래
  

1) 흉배(胸背): 조선시대 문무백관들이 관복의 가슴과 등에 부착하

는 수놓은 천을 말한다. 조선 후기에 당상관은 쌍학, 쌍호 이었

으며, 당하관은 단학, 단호로 제정되었다.

  상복은  왕 ·왕세자 ·문무백관이 평상시 집무할 때 입

은 옷으로 정복(正服)이라고도 한다. 백관의 상복 상정은 

세종 8년 2월에 조복·제복·공복과 함께 있었으나, 초기

의 상복은 사모(紗帽)에 포는 공복에서와 같고 여기에 당

상관(堂上官)만이 흉배(胸背)를 붙였으며, 대는 조복에서

와 동일하였고 백말에 협금화(挾金靴)를 신었으며 홀은 없

었다.

  그 후 공복에서와 같이 포색(袍色)에 있어서 상복에서도 

변동이 있었으며 당하관도 흉배(胸背)를 달게 되었다[1].

2. 흉배의 상징과 학의 의미
  

  흉배는 조선시대 문무백관들이 관복의 가슴과 등에 부

착하는 수놓은 천을 말하며, 단종 2년(1454년)에 흉배제도

가 완성되었다. 당시의 흉배제도는 신분과 품계별로 각기 

다른 무늬의 흉배를 사용하였는데 명나라의 흉배제도에서 

품계별로 두 단계씩을 낮추는 이등체강원칙(二等遞降原則)

이 적용되었다. 문관은 학문이나 가치관의 고상함을 반영

한 날짐승 종류를 사용하였던 반면에 무관은 용맹함을 상

징하는 길짐승으로 문양을 제정하였다[2].

  학은 천년 장수하는 서조(瑞鳥), 선학(仙鶴)이라 하여 십

장생의 하나로 즐겨 쓰는 길상문양이다. 삼국시대부터 사

용된 학 무늬는 학의 청초한 모습과 장생을 선인의 기골과 

불로장생에 비유하여 선인(仙人)이 승천(昇天)할 때 타는 

가마로 묘사되기도 하였다[2].

 

3. 비보이 패션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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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힙합 세미힙합 스포츠힙합

믹스&매치 정장힙합 일렉트로릭힙합

  국내 비보이들의 패션스타일은 정통 힙합스타일부터 시

작하여 계속 변화하고 있으며 크게 6가지로 분류된다[3].

표1. 비보이들의 패션스타일 분류

  그 중 일렉트로릭 힙합 스타일은 다양한 컬러 무늬의 티

셔츠와 7부 배기팬츠, 스키니 진을 즐겨 입으며 자유로운 

강한 개성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며 표출하고 있어 본 논문

의 목적과 일치하고 있다.

Ⅲ. 의상제작 과정 고찰
 

  비보이와 발레리나가 함께 무대를 날아다니는 모습과 

아름다운 춤을 통해 표현되는 순수하고 정직한 사랑의 진

정성·상징성의 표현방법으로 학을 선택하였다. 학은 예

로부터 청렴결백·행복·풍요의 상징으로 인식되었으며 

또한 한 쌍의 선학이 구름 사이에서 비무(飛舞)하는 모습, 

두 마리의 학이 긴 목을 서로 휘감고 춤을 추는 모습 등 다

양한 형태가 표현됨과 동시에 고고함, 청순함을 상징하는 

학춤을 통하여 표현성에 접근할 수 있다.

  티셔츠의 흉배(문관복식) 프린트는 물 위를 나는 학과 

수면에 반사된 학이 마치 일심동체(一心同體)되어 두 마리

의 학이 서로 한 방향으로 날아가는 모습에서 모티브를 얻

어 쌍학이 한 마리처럼 겹쳐진 순간을 포착하여 디자인 했

다.

  디자인 된 쌍학을 이용하여 전통 보자기 무늬와 같이 패

턴배치를 하였고, 제작된 동양적 무늬를 흉배크기로 전시

했다. 

  의상제작은 비보이들의 활동성을 고려하여 신축성이 큰 

면(Cotton)을 사용했다. 상의는 학을 모티브로 한 동양적 

무늬를 흉배크기로 전사했다. 7부 배기팬츠의 바지패턴은 

기마민족의 용이하게 제작되어온 한복바지의 기능·디자

인 특성이 유사한 한복 기본바지 패턴으로 제작하였으며, 

마루폭을 넓힌 다음 허리에서 남는 여유분을 뒤로 접어 박

는 방법으로 봉제했다. 허리치수는 본 치수를 이용하였으

며, 바지폭은 넓게 제작되나 자연스러운 접힘 분량으로 넓

어 보이지 않게 그림1과 같이 제작했다.

Ⅳ. 결론

1. 연구 결과와 한계점

  본 연구에서는 ‘조선 시대 흉배의 학(鶴) 문양’을 응용하

여, 비보이 의상을 제작했다.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의 비보이가 표현하는 순수함과 사랑의 진정성, 그리고 무

대에서의 춤의 의미를 함축하는 ‘학 문양’과의 접점을 시도

했다. 디지털 디자인 된 학 문양은 한복의 실용적 측면을 

부각하여 티셔츠, 스카프, 넥타이등의 상품 가능성을 제시

한다. 

  한편, 경영학 측면에서의 비보이 의상 및 공연시 판매되

는 기념품과 판촉물에 대한 미흡한 부분(수익성, 기념품 

선호도, 마케팅방법)은 향후 보완해야 할 것이다.

 표 2. 작품 디자인 프로세스

▶▶ 그림 1.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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