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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t the beginning of the modern times, orientalism and ethnic character was the main stream of current
fashion. Early in the twentieth century, orientalism had a tremendous affect on various areas of society,
culture, and art. Particularly, it inspired and activated the design of costume. A great variety of colors and
construction of the Orient and geometrical simplicity were based on the creation of modern costume.
Ethnic placed weight on the Orient because Japan strengthened competitiveness and China opened the
door to foreign countries. Therefore, a large number of the oriental costume produced by a variety of
fashion designers. The oriental handicraft, motif and colors of the traditional costume have been used in
modern costume. In addition, they are precious ideas for designers.

This thesis is about a Study on costume embroidery close to fashion through the oriental embroidery
and the concept of oriental embroidery. It is also a study on patterns, skills and colors of the oriental
embroidery shown in modern fashion and practical use through the designers works.

First, concept, process of change, patterns, skills and colors of the oriental embroidery are mainly
discussed.

1.The oriental embroidery consists of life, Buddhism, appreciation and costume embroidery.
Embroidery was widely used for a variety of purposes. First, it is to make a good impression and beauty.
Second, to decorate many kinds of patterns and shapes. Last, to indicate social status and stages.

2.The origin of the oriental embroidery started in Persia. was It greatly developed in Iran and was
introduced in Korea via China. We are reminded of the oriental embroidery of China. China is the
original place of oriental embroidery. Oriental embroidery has developed the peculiar embroidery
according to each climate, custom and nationality.

On the basis of these, the practical use of the oriental embroidery on modern fashion is presented
through patterns, skills and colors which leads Korean designers use. Even though the oriental
embroidery is not very popular among people owing to a great deal of cost and a demand for labor, the
patterns and colors of the embroidery has been already familiar with the contemporaries A more
profound study on the oriental embroidery will supply a great deal of material and ideas to the fashion
industry. Moreover, an effort to raise self-pride in traditional culture will be also in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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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Fashion  Business
Vol. 6, No. 2.  pp.41~52(2002)



I.

현대에 들어오면서 오리엔탈리즘과 에스닉이 현대

패션의 주를 이루고 있다. 20세기초 오리엔탈리즘이

들어와 사회, 문화, 예술의 역에 큰 향을 미쳤으며

특히, 복식 디자인에 있어 많은 상상력과 감을 불어

넣어 주었다. 또한 동양의 다채로운 색감과 구성, 기하

학적인 단순성 등의 특성의 미는 현대복식을 창조하

는 밑바탕이 되었다. 에스닉은 1980년에 일본의경쟁력

강화와 중국의 문호개방 등으로 동양권에 대한 비중

이 높아졌고 이에 발맞춰 동양풍의 의상이 많은 디자

이너들에 의해 발표되었다. 이러한 동양의수공예품이

나 전통의상에 나타난 모티브와 색채 등은 현대 의상

에 활발히 활용되고 있으며 디자이너들의 제품개발에

있어서 귀중한 아이디어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동양자수를 통해 패션과 접한 관

계를 가진 복식자수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동양자수의

개념과 현대 패션에 나타난 동양자수의 문양, 기법, 색

채를 디자이너의 작품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동양자수

의 활용도를 연구하 다.

연구방법은 주로 문헌적 고찰을 통하여 동양자수에

서 복식자수를 발췌하여, 복식자수의 특징을 분석한

후 이러한 동양자수가 현대패션에 나타나고 있는 작

품을 제시하여 설명하고, 이에 따른 활용가치에 대해

연구하 다.

연구대상은 복식에 나타난 동양자수로 한정하고 동

양자수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고자 하 다.

먼저 동양자수의 개념과 변천과정, 문양, 기법, 색채

를 복식자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동양자수는 용도에 따라 생활, 불교, 감상, 복식자

수로 나누어진다. 자수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 는데,

첫째는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보이기 위하여, 둘째는

여러 가지 문양을 장식하는 장식적인 목적을 위하여,

셋째는 계급과 신분표시를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다.

2. 동양자수의 기원은 처음 페르시아에서 먼저 시작

되었으며 이란에서 크게 발전하여 중국을 거쳐 한국

에 들어오게 되었다. 우리가 동양자수라 하면 중국을

떠올리게 되고, 동양자수의 발원지로서 화려하게 자수

를 발전시켜 가는 가운데 각기 풍토와 풍습 그리고 민

족성에 따라 독특한 자수를 발전시켜왔다고 사려된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패션에 나타난 동양자수의 활용

도를 한국의 대표적인 디자이너들이 사용하는 문양,

기법, 색채를 통해 현대패션에 동양자수의 활용도를

알 수있었는데, 동양자수 자체는 막대한 비용과 노동

력의 요구로 인해 많이 대중화되고 있지는 못하지만,

자수의 문양이나 색채 등은 수 작업의 자수가 아닌 기

계자수나 프린트를 통해 현대인들에게 이미 친숙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동양자수를 좀 더 심도 있게 연

구하여 현대 패션산업에 더 많은 소재와 아이디어를

제공하며, 아울러 우리의 전통문화에 자긍심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II. 考察

1. 동양자수의 槪念

모든 예술은 인간의 정신적 욕구에서 생겨난 기본

적인 정신활동이다. 인간이 지구상에서 삶을 시작한

후 자연환경에 적응하고 극복하여 지식과 경험을 기

초로 하고 무단히 노력하여 예술, 종교, 철학 등의 문

화적인 요소가 이루어 졌다. 인간사회에서도 시간이

흐르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

되어졌으며 미적 욕구를 충적시키려는 의지가 생겨났

다. 자연히 의생활에서도 실용적인 면보다 장식적인

면에 비중을 두게되었고, 이러한 의미에서 자수는 복

식에 있어서 미를 표현하는 방법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자수는 중국에서는 수문(繡文), 일본에서

는 누이도리, Embroider(英), Broderie(프랑스)라는 어원

을 가지고 전 시대를 걸쳐 풍속, 기후, 사회적 여건,

종교등의 향으로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다. 자수는

직물과 섬유를 소재로 그 섬유와 직물이 갖는 성능을

가지고 회화적인 구성요소로써 유기적인 구성을 형성

하여 다양성 있는 미의 표현을 구사한 것이다.1) 또한

옷감에다가는 실을 끼운 바늘로 수를 놓는 것으로 문

양, 문장, 문자, 경치, 동물 및 식물 등을 소재로 수놓

는 것이다. 초기의 자수는 직물의 발달과 함께 변천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즉, 짐승의 뼈로 만든 바늘로 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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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시작하여 인류가 옷을 필요

로 함에 따라 이에 장식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자

수가 생겨났다고 볼 수 있다. 직물의 기술이 발달한

후 그 위에 장식을 위하여 쓰여진 것이 자수 으므로,

자수는 염색이나 문양직 이전에 행하여 졌다고 볼 수

있다2). 또한 고대로부터 공예의 한 부분으로 건축, 가

구의 장식으로 사용되어 왔고 종교 의식용의 의복 등

에도 이용되었다.3) 이러한 자수는 용도에 따라 생활,

불교, 감상, 복식자수로 나누어진다. 자수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 는데, 첫째는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보

이기 위하여, 둘째는 여러 가지 문양을 장식하는 장식

적인 목적을 위하여, 셋째는 계급과 신분표시를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다. 자수를 보면 각 나라별 시대와 궁

중생활과 문화수준을 알 수 있고, 오늘날에 자수의 발

전과 응용으로 자수의 역이 넓어졌으며, 복식에도

향을 끼쳐 세계적으로 동양의 신비로움과 함께 자

수가 부각되어 섬유산업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다또한 자수기술도 날로 향상되어져 현대인의 감각을

만족시키고 있다.

2. 자수의 기원 및 발달

자수는 동양에서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인류의 의

생활과 함께 발달해 온 것이다. 원시적 인간은 수피(獸

皮), 수피(樹皮), 직물의 섬유, 피혁등으로 나체 동체에

끈을 둘 거나 감쌌다. 이와 같이 원시 시대의 인간이

인체를 감싸기 위하여 獸皮나 樹皮를 꿰매어 의복을

만들려고 할 때 소극적이긴 하나 장식 본능에 의해서

바늘땀에 약간의 변화를 생각해 내기도 했는데, 이것

이 자수의 원류4) 다라고 하며 그 원시적인 기법은

지금도 아메리카 인디언이나 아프리카의 민족간에 볼

수 있다. 따라서 직물이 생긴 이후 그 위에 아름다운

장식을 하기 위한 수법으로 자수가 발원된 것으로 보

여진다. 자수는 동, 서양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최초로

특권계급의 사람들이 호화 찬란하게 보이기 위한 목

적으로 장차 이것이 종교상의 존엄을 상징하게 되었

던 것으로 보인다. 그 뒤에 그것이 점차로 일반화하여

서민의 사이에까지 널리 행해져 왔던 것이다.

자수의 목적이 그 기원에서 볼 때 비록 실용적인

목적에서 비롯하 으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미적 욕

구는 실용성에 장식성을 가미하게 되고 점차 이것이

발달되어 사회적 욕구의 충족에까지 그 역할을 담당

하게 되었다.

특히 동양자수는 비단천과 실로서 특수한 광택과

질감으로 자수의 미적 효과를 극히 훌륭하게 표현하는

실크자수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동, 서양을 막론하고

그 매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동양자수의 기원은 처음 페르시아에서 먼저 시

작되었으며 이란에서 크게 발전하여 중국을 거쳐 한국

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지만 동양에 있어서의 자수의

최고는 몽고의 알타이어족이라 하고, BC 1000년경에는

중국에서 자수가 행해졌다고 전해지고 있다5). 따라서

우리가 동양자수라 하면 중국을 떠올리게 되고, 동양

자수의 발원지로서 화려하게 자수를 발전시켜 가는 가

운데 각기 풍토와 풍습 그리고 민족성에 따라 독특한

자수를 발전시켜왔다. 중국의 실크자수는 중세의실크

로드를 비롯한 서역으로 전파되었고 중앙아시아와 시

베리아, 인도 등지를 비롯하여 우리나라를 통로로 하

여 일본으로 전파되어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갔다.

III.

현대 패션에 있어 복식의 유행은 과거에 비해 대중

의 동조에 약해졌고, 한가지 뚜렷한 유행보다 여러 가

지 다른 스타일이 각자의 독특한 사이클을 가지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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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동양자수의 발달과정



존한다. 복고풍은 사회적 배경과 주기성을 가지고 반

복되지만 그것은 과거 스타일의 재현이 아닌 새로운

창조로 또 다른 패션 발전의 과정으로 이해된다.

현대에 들어오면서 오리엔탈리즘과 에스닉이 현대

패션의 패션경향에 주를 이루고 있다. 20세기초 오리

엔탈리즘이 들어와 사회, 문화, 예술의 역에 큰 향

을 미쳤으며 특히, 복식디자인에 있어 많은 상상력과

감을 불어넣었다.

또한 동양의 다채로운 색감과 구성, 기하학적인 단

순성 등의 특성과 미는 현대복식을 창조하는 밑바탕

이 되었다. 에스닉은 1980년대에 일본의 경쟁력 강화

와 중국의 문호개방 등으로 동양권에 대한 비중이 높

아졌고 이에 발맞춰 동양풍의 의상이 많은 디자이너

들에 의해 발표되었다.

이러한 동양의 수공예품이나 전통의상에 나타난 모

티브와 색채 등은 현대 의상에 활발히 활용되고 있으

며 디자이너들의 제품개발에 있어서 귀중한 아이디어

가 되고 있다.

현대자수는 우리나라 예술계 전반이 그러하듯 조형

예술의 세계적인 변모와 새로운 사조의 향으로 인

간의 취향에 맞춰 조형의 한 부분으로서 현대적인 감

각에 의한 디자인을 시도하여 그 표현양식의 다양함

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른 현대 패션에 나타난 동양풍의 자수는 동

양권 전통의상의 문양, 색채, 기법 등이 다양한 방법으

로 표현되어 있는데 전통문양에 나타나는 동·식물의

모티브를 단순하게 변형시켜 구성하 다. 동양의 강렬

한 색채인 오방색 도입과 색채 대비에 의해 변화된 시

도, 그리고 약화시켜 표현된 기법들은 전통적인 보편

성을 현대적 시각에서 재조명하려는 복식자수의 조형

의 의지가 표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동양풍의 자수가 응용되

고 있는 작품을 선별하여 현대패션에 동양자수가 어

떻게 활용되고 있고 표현되는가를 문양, 색채, 기법으

로 분류하여 1980년 이후부터 2001년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며, 동양자수가 현대패션에 응용될 수

있는 활용 방법을 모색하는데 의의를 가지고 살펴보

려고 한다.

복식자수 작품은 밑그림인 문양, 색채, 기법이 기본

적인 것으로 작용하며, 이들이 통일된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조화미를 나타낼 때 비로소 좋은 작품으로

평가 받게되는 것이다.

오늘날의 복식자수는 과거의 전통적 테두리에서 벗

어나 새로운 자수의 창작을 위하여 자유로운 소재 선

택과 다양한 색상, 대담한 기법으로 디자이너 개개인

의 내적 세계를 표현하면서 개성적이고 현대적인 미

학을 주장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한국 현대 패션디자이너 중 동양자수

의 문양, 기법, 색채를 활용해 자신만의 작품세계를 구

축한 디자이너 설윤형, 앙드레김, 오은환, 김동순, 이

희, 진태옥 등 대표적인 디자이너의 작품을 분석해 보

기로 하겠다.

1. 현대패션에 활용되어지는 동양자수의 문양

복식자수에 있어서 문양은 자수 기법이나 색에 의

해 달리 표현 될 수 있고, 이들 요소와 조화가 잘 이

루어져야 좋은 작품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현대패션에서는 동양자수로 표현된 문양이 많이 보

여지고 있는데, 식물문에서는 당초문과 목단문, 국화문

등이 보여지고 동물문에서는 용 문양, 호랑이, 호접문

양이 보여진다. 기하문에서는 卍 자문, 亞자문, 壽자문

등이 현대패션에서 많이 보여지고 있으며, 각 문양들

은 디자이너들의 개성에 의해서 표현되어진다. 전통자

수에 있어서의 문양은 문양 자체로 하나의 의미가 있

었지만 현대에 와서는 문양의 의미보다는 하나의 디

자인 요소라고 생각하여 장식적인 면에 치중을 두고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다.

당초문은 줄기나 넝쿨에 의해 뻗어 나가는 형태로

단독적인 형태보다는 테두리장식이나연속문에많이쓰

인다. 식물문양의모티브는아칸더스(Acanthus)의 잎으

로 이루어지는데 그 잎과 줄기에 의식적으로 리드미

컬한 운동감을 부여한다.

전통자수에서 당초문은 오방색으로 이음수와 자련

수로 수놓아졌으나 현대에는 자수보다는 아플리케 기

법을 많이 사용하고 오방색을 비롯한 금색을 많이 사

용한다. 당초문을 많이 활용하는 디자이너로는 앙드레

김, 오은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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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작품을 살펴보면 <그림 2>는 전통문양을 자

카드직으로 표현한 상의에 스커트에는 식물문양의 당

초문을 응용한 작품이고, <그림 3>은 당초문을 원피스

전체에다 현대적으로 변형시켜 표현하여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더해 의상에 포인트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4>는 상의의 레이스에 작은 당초문을 표현해

여성스러움을 더해주고 있으며, <그림 5>는 서양 문물

의 도입으로 웨딩 드레스하면 흰색만을 생각하는 고

정관념에서 금색으로 수를 놓은 당초문으로 화려함과

독창적인 느낌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위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전통문양에서는 당초문만

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보다 단편적으로 표현되며,

독립적으로 쓰이지 않고 목단문, 연화문과 함께 쓰

지만, 현대복식에서는 형상화가 현실로 되어있어 하나

의 독립된 문양으로 쓰이고 있다. 전통문양에서 당초

문은 단독으로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다른 문

양과 배색하 고 현대에도 디자이너의 개성에 맞게

다양한 색상으로 활용되어 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

다. 당초문은 장수와 다남의 의미를 가지고 이음수로

표현되었는데, 현대에 와서는 문양에 의미보다는 장식

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시간과 금전 등 경제적 문제로 아플리케기법과 기계

수로 표현되어지고 있다.

목단은 부귀와 화애를 상징하는 꽃이라 하여 부귀

화로도 불렸다. 따라서 부귀를 축원하는 마음에서 널

리 애용된 문양이다. 전통자수의 목단문은 평수, 자련

수를 이용하고 다홍색과 흰색으로 수놓았지만, 현대에

와서는 자수기법이 활용되어지기도 하지만 원단에 프

린트된 것도 많이 보여지며 색은 다홍, 분홍, 보라, 청

색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6, 7>을 보면 가례시 입는 활옷에 나타난 길

복과 부귀의 상징인 봉황과 목단무늬의 이미지를 자

수를 놓고 서양적인 디자인에 접목시켜 화려함을 더

해주고 있다. 이는 봉황과 목단문양의 의미보다는 그

화려함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8>은

화려한 목단을 원피스 전체에 프린트해줌으로써 단순

해지기 쉬운 디자인을 세련되게 마무리한 작품이다.

<그림 9>는 상의 앞쪽에 장식된 주머니에 분홍색의

목단문을 수놓아 동양적인 색채로 아름다움을 더해

주고 있고, <그림 10>은 빨강과 파랑의 벨벳에 화사한

꽃무늬의 자수를 놓은 작품인데 상의에는 모두 가장

자리 장식을 했다.

<그림 11>은 자켓 주머니에 목단을 프린트해서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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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김동순 <그림 3>  김동순 <그림 4>  오은환 <그림 5>  앙드레김



사함을 더해주는 작품이다.

목단문양뿐 아니라 디자이너들에 의해서 많이 표현

되어지고 있는 전통식물문양이 활용된 작품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2>는 상의와 바지에다 목단을 프

린트해서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작품이다. <그림 13>은

뚱뚱하고 지루해 보이기 쉬운 롱 니트원피스에 매화

문를 자수로 장식해 포인트를 준 작품이다. <그림 14>

는 상의에 서양의 오간자 소재에 전통문양인 봉황과

모란무늬를 수가 아닌 프린트를 이용해서 문양의 이

용을 한층 더 발휘한 작품이다. <그림 15>는 새틴 소

재에 바지허리 부분을 꽃무늬의 자수장식으로 현대에

맞게 전통적 이미지를 표현한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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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진태옥 <그림 7>  진태옥 <그림 8>  오은환 <그림 9>  설윤형

<그림 10> 설윤형 <그림 11> 설윤형 <그림 12> 설윤형



<그림 16>은 전통 복식인 활옷의 앞길에 있는 자수

를 표현한 이브닝 드레스인데, 연화문, 목단문, 이화문,

파도문, 불로초문, 호접문등이 수놓아져서 우리의 전통

혼례복을 서양의 드레스에 접목시킨 작품이다. <그림

17, 18, 19>는 식물문양인 사군자 문양을 응용해서 만

든 작품이다.

위의 내용을 정리해서 보면 다음과 같다.

전통문양인 목단문 역시 부귀와 화애의 뜻으로 많

은 여성들에게 사랑을 받아 의상이나 장신구에 많이

사용되어졌다. 주로 평수와 자련수를 이용해서 수놓아

지며 아름답고 화사한 색상을 사용되어 졌고 현대에

서도 목단문은 많은 디자이너들이 선호하는 문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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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진태옥 <그림 15> 진태옥 <그림 16> 진태옥

<그림 17> 설윤형 <그림 18> 설윤형 <그림 19> 설윤형

<그림 13> 진태옥



여성스럽고 화려한 작품을 디자인하는데 중요한 소재

가 되고 있으며, 자수보다는 기계수나 프린트로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다.

용은 신비한 느낌을 불러일으키도록 여러 동물들의

특징만을 취해서 복합적으로 구성된 상상의 동물로

상천입해를 자유로이하고 무궁무진한 조화를 부릴 수

있어 신비한 동물로 숭상된다. 또한 용의 종류에 따라

표현되는 미의 뉘앙스가 다르게 나타나고 주위의 복

합문양을 따로 형성하기 때문에 그 선의 형태도 달랐

다6). 용은 현대 디자이너들에게는 동양의 신비로움과

강함을 어필하는 중요한 소재가 되고 있다. <그림 20,

21, 22>는 전통문양인 용을 티셔츠에 프린트하여 강렬

한 이미지를 심어주려는 디자이너의 의도가 엿보이는

작품으로 보여진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용문양은 왕실에서만 쓰여지던 문양으로 일반인들

의 사용을 금지되었던 것이다. 왕실 의복이나 장신구

에 황금색의 징금수로 수놓아졌는데 현대에 와서는

동양적인 신비함을 표현하기 위해 많은 디자이너들이

의복이나 장신구에 색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

다. 경제적인 문제와 많은 노동력의 필요로 자수보다

는 프린트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기하문은 직선이나 곡선으로 이루어지는 추상무늬

를 말하여 동식물 무늬와 상반되는 개념이다. 동식물

무늬가 생물의 자연 상태를 묘사한데 비해, 기하학 무

늬는 자연의 현상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전통

자수에서 기하문은 오방색의 평수로 수놓아졌지만 현

대에 와서는 자수의 문양으로보다는 직물디자인의 한

형태로 발전되어지며 색채에 다양성을 볼 수 있다.

<그림 23>은 자문을 이용해서 상의와 스커트에 디자

이너의 개성을 표현한 작품이고, <그림 24>는 기하학

적인 문양의 연속으로 디테일의 변화뿐만 아니라 색

채로 아름다음을 표현하는 작품이다. <그림 25>는 전

통문양인 수(壽)자와 희(囍)자 디자인을 사용한 투피스

로 전통적인 길상어문이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26>은 자문을 이용해서 동양의 신비

함과 디자이너의 세계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보여진다.

<그림 27>은 기하문을 응용해 자수테잎을 앞여밈 선에

처리한 심플한 원피스에 선을 넣어 지루하지 않게 하

고 시선을 모아주는 역할을 해서 슬림하게 보이게한

작품이다. <그림 28>은 단색의 검정 니트 상의에 기하

문을 응용해서 시선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29>는 기하문을 응용해서 디테일의 변화를 추구

하는 작품으로 보여지며, <그림 30>은 기하학적인 문

양의 연속으로 디테일의 변화뿐만 아니라 색채로 아

48

A 제6권제2호

<그림 22> 이신우 <그림 23> 오은환<그림 20> 이신우 <그림 21> 이신우



름다움을 표현하는 작품이다. <그림 31>은 떡살무늬와

같은 원문을 자수가 아닌 프린트를 이용한 모티브로

심플한 이미지에 단조로움에 변화를 준 디자인이다.

위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기하문 역시

길상의 뜻을 지니고 평수로 수놓아지며 다양한 색상

을 사용하여 표현되어져왔다. 전통문양으로서의 기하

문은 주로 장신구나 생활용품에 많이 사용되어졌지만,

현대에 와서는 의상의 문양으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또한, 자수보다는 프린트나 금박으로 많이 사용

되어지고 있으며, 색상 역시 디자이너의 개성과 창의

성에 따라 각기 다른 색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9

金素英·沈和珍/現代패션에 나타난 東洋刺繡에 關한 硏究

<그림 26> 오은환 <그림 27> 설윤형

<그림 28> 설윤형 <그림 29> 설윤형 <그림 30> 설윤형 <그림 31> 이신우

<그림 25> 오은환<그림 24> 설윤형



2. 현대패션에 활용되어지고 있는 동양자수

의 기법

자수에서 기법은 회화, 조각 등의 조형 예술이 가지

는 제작 과정과는 달리 독자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

다. 자수기법은 실에 의한 표현이며 기법에 의하여 강

약의 변화, Texture, 공감감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자수의 조형 형태에서 오는 이미지와 색채에 변화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밑그림의 구성과 색채 계획을 세

울 때는 언제나 기법에 따르는 변화를 생각하지 않으

면 안된다.

복식자수에 있어서 기법은 이것들과 잘 조화되어야

하며 복식자체의 장식효과를 높이고 생산성 향상과도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제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는

자수 기법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현대

에 있어 자수는 막대한 시간과 노동력의 필요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지만, 몇몇 디자이너들에

의해서 대표적인 자련수, 평수, 이음수 등의 기법이 현

대에 응용되어져서 사용되어지고 있다. 작품에 나타나

있는 기법을 토대로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2, 33, 34>는 이음수로서 서양의 아우트라인

과 같은 수법이다. 꽃잎의 외곽선에 이음수를 두어서

전체적으로 여성스러움을 더한 작품으로 보여진다.

<그림 35>는 서양의 대표적인 의상인 청바지에 동양의

자수를 접목시킨 작품으로 바지 아랫단 부분에 이음

수와 점수로 자수장식을 한 작품이다. <그림 36>은 식

물문양을 이음수를 이용해서 단조롭기 쉬운 니트에

작은 무늬로 자수를 두어서 디자인에 포인트를 준 작

품이다. 위의 작품을 살펴보면 전통복식에서 당초문이

나 잎사귀를 수놓을 때 쓰 던 이음수 기법이 현대패

션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전통미를 계

승하려는 현대인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3. 현대패션에 활용되어지고 있는 동양자수

의 색채

인간이 살고 있는 환경 속에는 헤아릴 수 없는 많

은 색이 존재하고 있으며 색은 감각을 통하여 인간의

심리 작용에 무의식적으로 향을 미쳐서 색에 대한

감정을 일으키게 된다. 색은 시대에 따라 변할 뿐만

아니라 색의 감정도 색, 명도, 채도에 의해서 그 감정

이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복식자수에 있어서의 색은

규정된 바탕색 위에 표현 하고자 하는 주조색을 구체

적으로 표현하게 된다. 이때 색상은 극히 제한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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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오은환 <그림 35> 박윤수<그림 32> 오은환 <그림 33> 오은환



고 색의 혼합에 있어서도 가감이 불가능하며 또한 자

수의 기법과 실의 방향, 빛의 반사도에 의해서 달라진

다. 현대작품에 나타나고 있는 색을 바탕으로 작품을

살펴보았다. <그림 37, 38, 39>는 동양적인 오방색을 바

탕으로 동양의 이미지가 물씬 풍기는 작품으로 <그림

37>은 전통 색동에 공단에 금박으로 화려하게 표현한

재킷이다. <그림 38>은 상의의 아랫단에 당의의 아랫

단을 응용하고 오방색을 넣어 전통적인 당의의 곡선

과 색이 어우러져 한국의 미가 잘 나타난 작품으로 보

여진다. <그림 39>는 기하학적인 문양을 동양자수에서

많이 쓰여지는 색채로 조각보 같이 색채 대비를 통하

여 조각보의 이미지를 표현한 작품이다. 위의 작품에

서도 보여지듯이 현대에서도 옛 선인들의 고유한 정

서가 담겨있는 색채가 현대패션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IV.

본 논문에서는 동양자수를 통해 패션과 접한 관

계를 가진 복식자수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동양자수의

개념과 현대 패션에 나타난 동양자수의 문양, 기법, 색

채를 디자이너의 작품을 중심으로 동양자수의 활용도

를 연구하 다.

먼저 동양자수를 개념과 변천과정, 기법, 문양, 색채

를 중심으로 복식자수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수는 복식에 있어서 미를 표현하는 방법의 대표

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용도에 따라 생활, 불교, 감

상, 복식자수로 나누어진다. 자수는 여러 가지 목적으

로 쓰 는데, 첫째는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보이기 위

하여, 둘째는 여러 가지 문양을 장식하는 장식적인 목

적을 위하여, 셋째는 계급과 신분표시를 위한 목적으

로 쓰여졌다고 생각된다.

동양자수의 기원은 처음 페르시아에서 먼저 시작되

었으며 이란에서 크게 발전하여 중국을 거쳐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한다.

동양자수에 나타난 색채문화는 감각적인 감정이나

미적 감수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음

양 오행적 우주관에 근거하여 의미적, 상징적 관념으

로 인식하고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패션에 나타난 동양자수의 활용

도를 한국의 대표적인 디자이너들이 사용하는 문양,

기법, 색채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패션에 나타난 문양을 살펴보면 식물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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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설윤형 <그림 39> 설윤형<그림 36> 진태옥 <그림 37> 설윤형



서는 당초문과 목단문이, 동물문에서는 용 문양, 호접

문이, 기하문에서는 卍 자문, 亞자문이 현대패션에서

많이 보여지고 있으며, 각 문양들은 디자이너들의 개

성에 의해서 표현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통자

수에 있어서의 문양은 문양 자체로 하나의 의미가 있

었지만 현대에 와서는 문양의 의미보다는 하나의 디

자인요소 라고 생각하고 장식적인 면에 치중을 두고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었다.

둘째, 현대에 있어 자수는 막대한 시간과 노동력의

필요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지만, 몇몇 디

자이너들에 의해서 대표적인 자련수, 평수, 이음수등의

기법이 현대에 응용되어져서 사용되어지고 있었다. 자

수기법은 실에 의한 표현이며 기법에 의하여 강약의

변화, Texture, 공감감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자수

의 조형 형태에서 오는 이미지와 색채에 변화를 가져

온다. 현대 복식자수에 있어서 기법은 복식자체의 장

식효과를 높이고 생산성 향상과도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제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는 자수 기법의 선택

이 매우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복식자수에 있어서의 색상은 규정된 바탕색

위에 표현 하고자 하는 주조색을 구체적으로 표현하

게 된다. 이때 색상은 극히 제한되어 있고 색의 혼합

에 있어서도 가감의 혼합이 불가능하다. 또한 자수의

기법과 실의 방향, 빛의 반사도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이것으로 현대패션에 동양자수의 활용도를 알 수

있었는데, 동양자수 자체는 막대한 비용과 노동력의

요구로 인해 많이 대중화되고 있지는 못하지만, 자수

의 문양이나 색채등은 자수가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현대인들에게 이미 친숙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동양

자수를 좀 더 심도있게 연구하여 현대 패션산업에 더

많은 소재와 아이디어를 제공하며, 아울러 우리의 전

통문화에 자긍심을 높이는데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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