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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한류의 영향으로 그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신한복 커스터마이징 시스템 개발을 위해 신한

복 치마 패턴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시판 6개 신한복 브랜드의 치마 패턴을 비교분석하였다. 같은 

디자인의 free사이즈 치마임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치수로 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마길이는 17cm, 

허리벨트길이는 29cm, 허리벨트폭은 4.5cm, 끈길이는 72.7cm, 치마길이는 17.0cm, 치마폭은 90.5cm의 차

이를 나타냈다. 같은 신한복 치마임에도 브랜드에 따라 치수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되어 치수규격의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 성인여성의 신체치수를 분석하여 그에 적합한 신한복 치마 패턴 개발이 이루

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키워드: 신한복(new hanbok), 치마(skirt), 패턴(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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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한류의 영향으로 전세계적으로 한국문화에 대해 관심이 증가되면서 

외국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복 착용이 

증가되고 있다. 과거에는 한복은 ‘비싸고 불편한 옷’이라는[1]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결혼식이나 행사 등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착용하는 의복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한복을 입고 인증샷을 올리는 

등 한복이 패션이면서 하나의 놀이로 인식되어 한복을 직접 체험하고

자 하는 한복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1]. 젊은 층의 

취향과 생활의 편리함, 현대의 모던함 등을 표현하기 위해 새로운 

소재를 접목하여 현대화시킨 한복을 생활한복, 개량한복, 퓨전한복, 

신한복 등이라고 일컫는다[2]. 

본 연구에서는 한복에 패션트렌드를 반영하여 전통과 현대 패션의 

경계를 넘나들며 젊은 층의 인기를 끌고 있는 새로운 개념의 한복을 

‘신한복’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신한복은 현대 의복인 후드티, 청바

지, 워커나 하이힐 등과 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세탁 및 관리가 

용이하게 울, 면, 네오플렌, 가죽, 합성섬유, 스판덱스, 모피, 레이스 

등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고 있어 젊은 층의 관심을 끌고 있다[3][4]. 

또, 현대의복에서 지퍼, 단추 등을 접목하고 고름의 길이를 줄이며 

과거와 다르게 몸매를 드러내는 피트되는 디자인 등 한복의 전통성은 

잃지 않으면서 편리성을 위한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처럼 신한복의 경우 과거의 한복과 달리 몸에 피트되는 스타일이 

많아지면서 착용하는 사람의 인체에 맞는 의복패턴도 중요하게 되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커스터마이징 시스템 개발을 위한 신한복 

치마 패턴 개발의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신한복 브랜드의 치마 

패턴을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II. Study Methods

1. New Hanbok Brand

본 연구를 위한 신한복 브랜드는 시판 신한복 브랜드 중 회사설립이 

5년 이상 되었으며, 직접 제작하여 판매하는 브랜드를 6개 선정하였다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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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ubjects

신한복 치마 디자인은 끈으로 여미는 허리치마를 선정하였다. 허리

치마의 경우 사이즈는 모두 free로 되어 있다. 

3. Methods

신한복 브랜드의 치마 비교를 위하여 치마를 분해하여 패턴을 

옮긴 후 패턴 치수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부위는 허리벨트폭, 

허리벨트길이, 끈폭, 끈길이, 치마길이, 자락끝폭, 치마폭, 주름폭 

등이다. 

III. Results

신한복 브랜드의 치마 패턴 치수를 비교한 결과, 먼저 허리벨트폭의 

경우 F브랜드가 11.0cm로 가장 넓었고, 다음이 A, B브랜드 10cm, 

C, D 브랜드 7.5cm, E브랜드 6.5cm의 순으로 E브랜드와 F브랜드는 

4.5cm의 차이를 나타냈다. 허리벨트길이는 A브랜드가 120cm로 

가장 길었고, F브랜드가 91cm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마길이는 A브랜드가 77cm로 가장 길었으며 B, D, C, E, F의 

순으로 F브랜드는 60cm로 17cm의 차이를 나타냈다. 치마폭에 있어

서는 D브랜드가 345cm로 가장 넓었으며, A브랜드가 254.5cm로 

가장 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치마폭은 D, C, E, B, F, A의 순으로 

나타났다. 

끈폭은 D브랜드가 가장 넓은 4.0cm폭이었으며, A, B와 F브랜드가 

3.5cm, C브랜드가 2.5cm, E브랜드가 2.3cm의 순으로 나타났다. 

끈길이는 A브랜드가 가장 긴 121.5cm와 123cm였으며, F브랜드가 

102.5cm로 두 번째로 나타났다. 

치마 끝자락의 폭은 A브랜드가 양쪽 9.0cm, B브랜드는 3.3cm와 

15.7cm, C브랜드는 4.5cm와 7.5cm, D브랜드는 1.0cm와 4.5cm, 

E브랜드는 양쪽 6.0cm,  F브랜드는 5.5cm와 6.5cm로 분석되었다. 

주름폭은 D와 F브랜드는 3.5cm, A, C, E브랜드는 3.0cm, B브랜드는 

2.25cm의 순으로 나타났다. 

IV. Conclusions

시판 신한복 브랜드 A, B, C, D, E, F의 허리치마 패턴을 분석한 

결과, 같은 디자인의 free사이즈 치마임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치수로 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마길이는 17cm, 허리벨트길이는 

29cm, 허리벨트폭은 4.5cm, 끈길이는 72.7cm, 치마길이는 17.0cm, 

치마폭은 90.5cm의 차이를 나타냈다. 

같은 신한복 치마임에도 불구하고 브랜드에 따라 치수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되어 치수규격의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 성인여성의 신체치수를 분석하여 그에 적합한 신한복 치마 

패턴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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