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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sign and to produce actual high value added

wedding dress comprised of the pear blossoms pattern( ), which is one of the梨花紋

traditional patterns which was not researched to this day, and of the Dang-ŭi( ) image唐衣

which reflects our concept of beauty as if as a means of conducting empirical study for

the application of traditional Korean patterns to the contemporary application.

pear blossoms effectively signifie the image of beautiful bride thanks to the pure,

graceful and clean image of white flower, both in the external and internal aspects. The

Dang-ŭi of the Chosun Dynasty, which is another motif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clothing that expresses the beauty of the curve when it comes to the Korean culture as

traditional wedding dress. Attempt was made to develop design for wedding dress that

expresses the Korean style beauty that combined the tradition and the modern. Towards

this end, the project was composed of the Korean-like Ewha, image of the Dang-ŭi ,Ⅰ Ⅱ

and to design three dresses. The Dress presents the image of pure, elegant andⅢ Ⅰ

beautiful bride, while Dress represents the pure and city like trendiness of the KoreanⅡ

women today as bride. Dress was made centered on the image of elegant, and chasteⅢ

bride. As for the materials used, hand-woven silk and silk organza used for the traditional

clothes. As for the ornaments, embroidery, quilted work, beads, corsage, burn-out and

other techniques were used for expression.

Key Words : 이화문 당의pear blossoms pattern( : ),dang-ŭi( : ), wedding dress梨花紋 唐衣

웨딩드레스 번 아웃 자수( ),burn-out( ),embroide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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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Ⅰ

세기는 생활문화산업이 주도하는 유비쿼터스21 ‘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Ubiquitus)'

진입하고 인류문화유산으로 공헌하기 위해서는 한국

의 독특한 문화를 세계에 발신시켜야 한다 한국문.

화의 우수성을 인식시킴과 동시에 ’Made in Korea'

는 고급품이며 신뢰한다는 이미지를 세계 속에 심‘ ’

어 한국의 이미지를 쇄신시켜야 하며 이러한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 전통문화를 모더니즘과

융합시켜 한국 상품의 개성 고유성을 창출하고 세, ,

계인이 동경하는 고부가가치 상품의 수출을 실현시

켜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글로.

벌화 전략이며 한국이 세기 주변 강대국 속에서, 21

살아남기 위한 생존수단이다 이 경우 생활한복은. ‘

한국 패션상품이 아니라 세계인에게 입히기 위한’

한국풍이 감도는 패션상품이어야1) 될 것으로 본다.

이처럼 세계화 경향이 대두되면서 많은 디자이너

들이 한국적 미를 찾는 노력이 많이 시도되었으나,

웨딩드레스 분야에서는 그동안 이러한 시도가 매우

미비하였다 한국적 웨딩드레스 개발을 위한 연구는.

대부분 년대부터 최근까지 주로 업계에서 이루어90

졌고 학계에서는 거의 전통혼례복의 관점에서 세부

에 변화를 둔 웨딩드레스에 관한 연구가 실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므로2) 좀 더 다양하고 폭넓게

한국적 모티프에 의한 현대적이고 독창적인 웨딩드

레스의 고부가가치 상품개발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

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전통문양의 현대적 적용.

을 위한 실증적 연구의 하나로 그동안 연구되지 않

았던 전통문양 중의 하나인 이화문 과 우리( )梨花紋

민족의 미의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당의( )唐衣

이미지의 고부가가치 웨딩드레스를 디자인하고 실제

로 작품을 제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통문양 중에 이화문을 선택한 것은 이화( )梨花

는 외형적 내면적으로 흰 꽃의 청초하고 순수하며ㆍ

단아한 아름다운 신부의 이미지를 잘 상징하기 때문

이다 조선시대의 당의 는 한국문화의 곡선의. ( )唐衣

미를 잘 표현하는 대표적인 복식 중에 하나이고 전

통혼례복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내용은 한국적인 미를 표현하는 웨딩드

레스 디자인 개발을 하기위해 우선 우리나라의 전통

혼례복인 당의의 변천과정과 특성을 개괄적으로 고

찰한다 또 하나의 모티브인 한국의 이화 이. ( ),梨花

화문 을 고찰하고 이들 이미지의 웨딩드레스( ) ,梨花紋

디자인을 기획하고 작품을 제작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문헌자료 및 잡지 인터,

넷사이트 박물관 등의 시각자료를 수집하고 이화, ,

문과 당의를 이미지로 한 한국적 이미지의 점의 웨3

딩드레스 작품을 디자인하여 실제로 제작하였다 여.

기에 한국적 이미지의 장식기법은 자수 누비 비즈, , ,

코사지 등으로 표현하였다.

한국의 이화문 과 당의. ( ) ( )梨花紋 唐衣Ⅱ

한국의 이화문1. ( )梨花紋

한국 이화 의 기원1) ( )梨花

이화 는 배꽃 즉 배나무 꽃을 말한다 우( ) ‘ ’ ‘ ’ .梨花

리나라의 배나무는 삼한시대와 신라의 문헌에서 배

에 관한 기록이 있고 고려에서도 재배를 했다는 기

록이 있어 배에 관한 역사는 매우 길다.3) 삼국사기

의 고구려본기 신주해( ) (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新註解

양원왕 조( )陽原王 4)는 고구려 양원왕 년 봄2 (546) 2

월에 왕도에 있는 배나무가 서로 맞붙어 있다는 연

리지5)에 대한 기록이 있고 동국이상국집, (東國李相

에는 배의 맛에 관한 언급이 있으며 고려 명) ,國集

종 때는 배 재배를 권장한 기록이 있다.6)

조선조에 들어서면 배의 품종 및 재배에 관한 기

록이 많이 있다 강희안 의 청천양화소록. ( ) (姜希顔 靑

에는 거름주기 물주기 산림경제지) , , (川養花小錄 山林

에는 나무를 심는 방법 실생, 1842~1845) ,經濟志

법 삽목법 가지를 꺽어 땅에 꽂아 뿌리를 내리게, (

하는 방법 해충방제법이 임원경제지), , ( ,林園經濟志

에는 수확기 저장법 및 배종자 선별법이 춘1676) , ,

향전에 청실배 라는 품종명이 나오는 등 조( )靑實梨

선후기에는 황실리 청실리 등 우리나라 재래품종들,

이 여러 문헌에 기록되어 있어 이때 배가 널리 재배

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7)

년 조사에서는 품종의 재래종이 있었음을1920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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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혔으며 이들 중 품질이 우수한 품종은 황실리, ,

청실리 함흥배 봉화배 청당로리 봉의면배 운두, , , , ,

면배 합실리 등이 있었다, .8)

흰 것을 좋아하는 우리민족은 눈부시도록 희고 아

름다운 이화를 특히 좋아했다 배는 꽃만 흰 것이.

아니고 배의 속도 희다 이화의 청초한 아름다움은.

여성에 비유되어 풍류객의 단골 시심 이 되었( )詩心

다 흐드러지게 피는 새하얀 이화위로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걸려있는 모습을 보며 역사 속에서 이화는

시가의 단골로 등장한다 그 사례를 살펴보면 아래.

와 같다.

◎ 이화 월백하고 은한이 삼경인 제,

일지춘심을 자규야 알냐마는....

에 고 이조년 병와가< - (1269-1343),梨花 月白
곡집 조선시대( ) >

◎ 하이얀 배꽃을 바라보노라면.....

시집간 누나가 사뭇그리워져요.

배꽃같이 하얀 얼굴 까아만 두눈썹

소곤소곤 옛이야기 들려주면서

어린 나를 꿈나라로...

봄밤 박목월< - (1916-1978)>

◎ 사월의 눈부신 햇살타고

꽃눈으로 오신

순백의 신부여

그대 수줍은 눈웃음마다

하늘과 땅의 자양분으로 살찌는

작은 소망 하나 자라고 있나니

중략....( )

두고두고 이어갈

축제의 잔칫상 밝히는

찬란한 생명의 불꽃

그대 순백의 신부여

배꽃의 노래 이연옥 울산원예협동조합< - , , 2002 >

이외에도 이화는 계량 의 이화‘ ( , 1513-1550)桂諒

의 훗뿌릴 제 조선전기 임제 의( )’, ‘ ( ,1549-1587)林梯

규원 조선중기 김동환 의 산너( , )’, ‘ (1901-1958)閨怨

머 남촌에는 등 시가에 많이 등장하였다 박(1942)’ .

목월의 봄밤과 이연옥의 배꽃의 노래 등에서와‘ ’ ‘ ’

같이 이화는 청초한 아름다움과 순백의 아름다‘ ’ ‘ ’ ‘

움 은 신부를 상징하는 꽃으로 나타내었음을 알 수’ ‘ ’

있다.

이화의 식물학적 특성2)

꽃(1)

이화는 월에 흰색으로 잎과 같이 피고 그림4-5 <

꽃잎 갯수는 개이며 꽃잎의 형태는 원1>, ( ) 5 ,花瓣

형 도란형 또는 넓은 난형( , a), ( , b), (圓形 倒卵刑 卵

으로 꽃의 크기는 지름 가량 수술은 약, c) 2cm ,形

개 암술대는 개이다 꽃밥은 자줏빛이 도는20 , 2-3 .

적색이다 꽃받침 잎은 개로 난형이고 톱니가 없으. 5

며 둔두 로서 연두색이다 그림( ) .< 2>鈍頭

잎(2)

잎의 형태는 호생 하고 넓은 난형 또는( , a) ,互生

둥글고 첨두 또는 점첨두 이며 넓은( ) ( , b)尖頭 漸尖頭

예저 또는 아심장저 로서 길이( , c) ( )銳底 亞心 底㬺
이다 가장자리에 둔한 잔톱니가 있다 그림2-5cm . .<

3>

가지(3)

우리나라 특유의 종인 콩배나무 그림 는 황해< 4>

도 이남에 자라는 낙엽소교목 또는 관( )落葉小喬木

목 이다 잔가지는 자갈색 또는 갈색을( ) . ( )灌木 紫褐色

띠며 흰 피목이 산재한다 짧은 가지 그림 끝에. < 5>

꽃눈하나에서 꽃이 개 달린다5-9 .

이화 자두꽃 매화 와의3) ( ), ( ), ( )梨花 李花 梅花

식물학적 특성의 차이점

이화 는 그 생긴 모양이 자두꽃 오얏꽃( ) ( : )梨花 李花

이나 매화꽃과 매우 비슷하여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많은 문헌자료나 인터넷 등에서 이 세가지의

꽃이 혼동되어 사용되어왔다 그러므로 이화 자두. ,

꽃 오얏꽃 매화꽃의 각 식물학적 특징의 차이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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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농촌진흥청원예연구소( )

b
www.hamservice.com『 』9)

c
www.hamservice.com『 』

d
www.hamservice.com『 』

그림 이화< 1>

원형a. ( )圓形 도란형b. ( )倒卵刑 난형c. ( )卵形

그림 이화의 꽃잎 원색대한식물도감 하< 2> ( ), ( )花瓣 「 」10) ,p.784.

호생a. ( )互生

원색대한식물도감 하( ) ,p.785『 』

점첨두b. ( )漸尖頭

원색대한식물도감 하( ) ,p.786『 』

예저c. ( )銳底

원색한국수목도감『 』11), p.303.

그림 이화의 잎< 3> ( )葉

그림 우리나라 특유의< 4>

종인 콩배나무

원색한국수목도감 ,p.122.『 』

그림 짧은 가지 끝에 꽃눈< 5>

하나에 개씩 달리는 이화5-9

www.hamservic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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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연구자료를 원색대한. 「

식물도감」12)과 원색한국수목도감「 」13) 우리 배,「

이야기 자두 매실,」「 ㆍ 」14) 매화,「 」15)의 문헌자료를

근거로 하여 살펴보았다.

이화 가 자두꽃 오얏꽃 과 매화와 다른( ) ( : )梨花 李花

점을 꽃잎 의 형태 꽃의 색 잎 의 형태 가( ) , , ( ) ,花瓣 葉

지의 형태 꽃과 잎이 피는 여부 꽃밥 색 꽃받침, , ,

색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이화 꽃잎. (花

의 형태는 원형 인데 반해 자두꽃은 타원) ( ) ,瓣 圓形

형 도란형이고 매화는 넓은 도란형으로 이화와 매, , ,

화는 꽃잎끼리 대체로 맞다아 있고 자두꽃은 꽃잎,

끼리 대체로 벌어져 있다 꽃의 색은 이화와 자두꽃.

은 흰색이고 매화는 흰색과 홍색이 있다 이화 잎, .

의 형태는 원형 또는 넓은 난형 으로 첨두( ) ( )葉 卵形

표 이화 자두꽃 매화 와의 식물학적 특성< 1> ( ), ( ), ( )梨花 李花 梅花

꽃잎( )花瓣 잎( )葉 가지

이화

( )梨花

갯수 판: 5ㆍ

형태 원형 도란형: ( ),圓形ㆍ

넓은 난형( ),倒卵形

( )卵形

색 흰색:ㆍ

꽃밥 색 붉은색:ㆍ

꽃이 잎보다 먼저 핌ㆍ

형태 넓은 난형 원형: ( ),卵形ㆍ

으로 첨두 넓은( ),尖頭

예저( )銳底

가장자리에 둔한 잔톱니ㆍ

모양

형태 잔가지 끝에 꽃눈:ㆍ

하나에서 송이5~7

가 뭉쳐서 핌

색 갈색:ㆍ

자두꽃

( )李花

갯수 판: 5ㆍ

형태 타원형 도란: ( ),楕圓形ㆍ

형 광타원형( ),倒卵形

( )廣楕圓形

색 흰색:ㆍ

꽃밥 색 황색:ㆍ

꽃이 잎보다 먼저 피기는ㆍ

하지만 거의 동시에 핌

형태 긴 도란형: ( ),倒卵形ㆍ

타원상 장란형

가장자리에 둔한 톱니 모양ㆍ

형태 잔가지 끝에 꽃눈:ㆍ

하나에서 송2~3

이가 뭉쳐서 핌

색 적갈색:ㆍ

매화

( )梅花

갯수 홑잎 보통 판: - 5ㆍ

겹잎 판- 25-30

형태 넓은 도란형:ㆍ

색 흰색 홍색: ,ㆍ

꽃밥 색 황색:ㆍ

꽃이 지고 난 다음에 잎ㆍ

이 핌

형태 난형 넓은 난: ( ),卵形ㆍ

형 긴 점첨두, ( ),漸尖頭

원저( )圓低

가장자리에 둔한 톱니 모양ㆍ

형태 잔가지 끝에 꽃눈:ㆍ

하나에서 개가1~2

핌

색 녹색:ㆍ

이며 넓은 예저 이고 가장자리에 둔한( ) , ( )尖頭 銳底

잔톱니가 있다 자두의 잎은 도란형 이고 가. ( )倒卵形

장자리에 둔한 톱니가 있으며 매화의 잎은 난형 또,

는 넓은 난형이고 긴 점첨두 또는 원저( ) (漸尖頭 圓

이며 가장자리에 예리한 잔톱니가 있다 이화의) .低

가지 형태는 잔가지 끝에 꽃눈 하나에서 개씩5-9

피며 자두꽃은 잔가지 끝에 꽃눈 하나에서 개씩, 2-3

꽃이 피고 매화는 잔가지 끝에 꽃눈 하나에서, 1-2

개의 꽃이 핀다 이 외에 이화는 꽃과 잎이 동시에.

피지만 자두꽃은 꽃과 잎이 거의 동시에 피며 꽃이, (

먼저 핌 매화는 꽃이 다 지고 난 후에 잎이 핀다), .

이화의 꽃밥 색은 붉은색이며 자두꽃과 매화는 황,

색을 나타낸다 꽃받침 색은 이화와 자두꽃은 녹색.

이며 매화는 붉은색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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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 의 상징성4) ( )梨花

이화의 꽃말은 사랑 환상 위안 유쾌 위로, , , , ,16) 온

화한 애정17)이고 이화여대의 교표에 담긴 이화의,

상징성은 교표의 전체적인 이미지인 이화는 학교이

름인 동시에 지덕 을 연마하는 품위 있는 학생( )知德

들의 정숙함과 순결함을 상징한다고 명시18)되어있

다 또한 이화는 울산의 시화로서 그 상징성은 우리.

조상과 의식을 함께 해 온 꽃으로 품위있고 고결하

여 지조와 근면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매년 월 일을 배의 날1 2 ‘

로 지정하여 우선 공정하다는 의 의(pear-day)’ ‘fair’

미로서 깨끗하고 공정한 이미지를 담고 아울러 개,

개인의 기쁨과 소망도 쌍 으로 얻는 희망과 전(pair)

진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나주시도 년부터. 2003

매년 월 일을 배의 날로 지정하여 노력을 배로하1 2

여 기쁨도 행복도 배로 나누는 화합과 희망의 새,

한국 이미지를 가진다고 나타내고 있다.19)

이 외에도 이화의 색은 깨끗한 흰색으로 흰빛을

좋아하는 우리민족성을 함축하고 있으며 청초한 아,

름다움을 상징한다 우리 민족은 백의 입기를. ( )白衣

좋아하여 스스로 백의민족이라 부르게 되었고 이‘ ’ ,

러한 백색 선호사상은 우리 문화 속에 뿌리를 내렸

다.

육당 최남선 은 백의를 입게 된 풍속을( )崔南善

대개 조선민족은 옛날에 태양을 하느님으로 알고“

자기네들은 이 하나님의 자손이라 믿었는데 태양의,

광명을 표시하는 의미로 흰빛을 신성하게 알아서 흰

옷을 자랑삼아 입다가 나중에는 온 민족의 풍속을

이루고 만 것이다.”20)라고 하였다 우리 시조에 다음.

과 같은 구절이 있다.

까마위 검다 고 백로야 웃지마라‘ 
것치 거믄들 속조차 거믈소냐

아마도 것희고 속검을 손

너 뿐인가 노라.’

여기서 흰색은 검은색과 대조적으로 사용되면서

흰색은 깨끗하고 청정한 마음 사욕에 물들지 않은,

진실됨을 표현하고 있다 우리 시조에서는 청렴결백.

이나 우국충절 의 상징으로 백색( ) ( )淸廉潔白 憂國忠節

을 빌려 표현한 경우가 많다 학이나 백로가 지니고.

있는 흰빛은 순결 결백하고 깨끗함과 무욕 을, ( )無慾

나타내고 있다 이렇듯 백의는 우리민족의 상징이.

되었고 바로 우리의 멋이기도 하였고 이처럼 백의‘ ’ ,

호상 현상은 바로 한국인의 미의식이기도 하다 우‘ ’ .

리민족의 백의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복식에 대한

미의식의 평가기준을 그대로 함축하고 있다.21) 한편

이화교표의 이화의 흰색은 정숙하고 순결한 학생들

의 지덕을 연마하는 침착한 품위를 상징하고 있

다.22)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이화는 흰빛을 좋아하는 우

리 민족성을 함축하고 있다 깨끗함 순수함 순결. ․ ․
함 정숙함 화합 희망을 상징하며 본래 웨딩드,․ ․ ․
레스는 세기 이래 흰 색을 사용하며 청초함 순19 ․
결함 정절함 고결함 사랑을 상징해왔다 따라서.․ ․ ․
이화는 신부의 결혼의상과 잘 어울린다고 할 수 있

겠다.

한국의 이화문5) ( )梨花紋

이화문 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확실치( )梨花紋

않으며 이화문에 대한 연구의 자료도 매우 드물다, .

이화는 그 생긴 모양이 자두꽃 오얏꽃 과 매화( : )李花

와 매우 비슷하여 구별이 잘 안되므로 자두꽃( )梅花

과 매화꽃으로 혼동하여 사용된 경우가 많았다 특.

히 이화는 자두꽃 즉 오얏꽃과 그 생긴 모양과 색깔

뿐만 아니라 한글이름이 이화로 같으므로 혼동되기

쉽다 이화 를 조선 왕실의 이 씨 가문 왕실. ( ) ( )梨花 李

을 상징하는 문장화인 오얏꽃 과 다른데 이화( )李花

를 로 잘못 쓰여진 경우가 많았다 자두꽃( ) .梨花 李花

인 이화 는 대한제국이 들어서면서부터 왕실을( )李花

대표하는 문장 으로 사용되었다 종묘제례악( ) . < >紋章

의 세종 년 창제된 가사에도31 (1449) < > “....定大業

삼천 개의 열매맺은 오얏이 번창하네 오얏이 번창/

하니 즐거움이 끝이 없네 라고 하여 목자 가....” ( )李

차지한 조선왕가의 번창이 바로 오얏이 많이 달리는

것에 비유하였다고 전하고 있다.23)

한편 이화 는 매화와 그 모양이 매우 비슷하( )梨花

여 문헌자료에 나와 있는 이 두 문양을 색으로 구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매화가 백매 인 경우에( )白梅

는 이화문과 매화문을 구분하기란 매우 어렵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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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이화문 이 나타난 사례는 매우 드물며( ) ,梨花紋

그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시대 중기의 의병장인 성오당 이(1) ( )省悟堂

개립 의 시문집인 성오당선생문( , 1546-1625) ‘李介立

집 표지문은 이화문이 둥근 개( )’ 5省悟當先生文集

꽃잎모양과 그 안에 개의 선이 그려져 있고 중심에5

조그만 원이 그려져 있다 그림.< 6>

조선중기 학자였던 미수 허목(2) ( ) ( ,眉叟 許穆

이 직접 편집한 문집인 기언 은1595-1682) ‘ ( )’記言

저자의 호를 따서 미수기언 이라고도 부( )眉叟記言

르는데 그 표지문에 이화문이 흰색과 그 위에 진녹,

색으로 겹쳐진 다섯 꽃잎에 암술이 한개 수술이, 8

개가 크게 그려져 있다 그림.< 7>

의 중국의 대명일통지 그림(3) 17C ‘ ( )<大明一統誌

의 표지는 대원일통지 를 본떠서 명8>’ ( )大元一統誌

과 조공국의 지리를 기술한 지지 이다 세기( ) . 16地誌

에 금속활자 을해자로 간행된 중국의 지리서이나 후

에 표지가 개장되면서 그 표지문에 이화문이 그려졌

는데 정교하지 않은 형태로 다섯 꽃잎과 암술과 수

술모양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4)

시대 세기 떨잠 그림 은 이화가 도금으로 부19 ‘ ’< 9>

조되어 둥근 개 꽃잎과 그 위에 둥근 원 위에 수술5

모양이 양각되어 있고 암술로 보이는 모양이 양쪽으

로 두개가 길게 벌어져 있다.

단국대학교 석주선 기념 민속박물관에 소장되(5)

어 있는 조선시대 세기 중반의 원형떨잠 그림19 ‘ ’<

은 금색으로 도금한 이화문이 부조되어 있는데10> ,

그 모양은 개 꽃잎의 끝이 뾰족하게 표현되었고 중5

심에 둥근 구슬이 도드라지게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있는 조선(6)

시대 세기 말의 금직 녹원삼은 금직의 두록색19 ‘ ’

단 의 원삼위에 단추 그림 가 대금 위에( ) < 11> ( )緞 對襟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은으로 만든 이 단추,

는 이화문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꽃잎이 개가 아니5

고 둥근 여섯 꽃잎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에 둥근 구

슬이 한개 박혀있는 특이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7)

시대 세기 말의 청화백자 내행 각연적19 ‘ ( ) 7 ’內行

그림 은 위면의 중앙에 이화문이 표현되어 있< 12>

는데 이화의 개 꽃잎모양과 수술모양의 선이 조금, 5

보이고 정 중앙 가운데에는 꽃의 화탁 으로 보, ( )花托

이는 부분에 조그만 구멍이 뚫려있다.

조선후기 학자였던 이진상(8) ( , 1818-李震相

의 문집으로 세기 말에 목활자로 간행된1886) 19

한 주집 표지의 이화문은 그 형태가 정교‘ ( )’寒洲集

하지 않은 모양으로 개의 꽃잎이 그려져 있고 그5

안에 수술모양이 가득 채워져 있으며 중앙에 조그만

원으로 그려 표현하였다 그림.< 13>

이화여자대학교 중등과 대학예과 년도(9) ( ) 1914

졸업생인 최매지 씨가 소장하고 있는 이대( )崔梅智

교표 중 가장 오래된 교표의 이화문은 흰 바탕에‘ ’

이화 잎이 개와 이화중학부 라는 글자5 ‘ ( )’梨花中學部

가 새겨져 있고 꽃잎이 모아지는 중앙의 조그만 원

에는 졸업연도인 년이 새겨져 있다 그림1914 .< 14>

인터넷 미르홈 판매상품인 분청배꽃잎원접(10) ‘

시 이화문은 개 꽃잎이 타원형이고 각 꽃잎 마다’ 5

수술모양이 개의 선으로 길게 표현되어 있고 중앙3

에 화탁 으로 보이는 부분을 원으로 크게 표현( )花托

하였고 안에 암술모양으로 여러 개의 점과 맨 중앙

에 조금 더 큰 점으로 나타내었다 그림.< 15>

년 이화 알프스 어린이관 앞에 설치된(11) 2007

바리게이트에 표현된 이화문은 자연풍으로 사실적인

이화의 특징을 잘 살려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다 이.

것도 개의 흰색 꽃잎 꽃받침 수술 암술 등이 잘5 , , ,

나타나 있다 그림.< 16>

년 이화여자대학교 전철역 계단벽면에(12) 2007

표현된 이화문은 그림 이화를 수채화로 그린< 17>

것 같이 꽃잎끼리 많이 겹쳐져 있고 꽃잎의 수가 많

아 겹꽃처럼 보이며 수술과 암술이 나타나있는 특이

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당의2. ( )唐衣

당의 의 기원은 중국의 여성복식에서 전래되( )唐衣

어 한국양식으로 변한 복식이다 영조 조 송문흠. (宋

의 한정당집 에 의하면 소위 장배자는) ( ) “文欽 閒靜堂集

장수이고 양거 가 서로 덮이고 양액 을 바( ) ( )兩裾 兩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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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성오당선생문 집,

세기 남권희17 (2006),『

능화판 대원사, p.165.』

그림 기언< 7> .

세기17

능화판 p.116.『 』

그림 대명일통지< 8> .
세기 한국문화콘텐츠17 『

진흥원 우리옛책의(2005),

아름다움 p.129.』

그림 떨잠< 9> .

세기 조선시대19

이화여자대학교 박물

그림 떨잠< 10> .

세기 단국대학교19

석주선기념박물관

그림 금직녹원삼< 11>

이화문 단추 세기.19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그림 청화백자 내< 12>

행 각연적7 세기.19
문방구 벼루와연적( ) ,『 Ⅰ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p.24.

그림 한주집< 13> .

세기19

능화판 p.176『 』

그림 이화여자< 14>

대학교(1914) 이화 년100『

사편찬위원회 이화(1994), 10

년사자료집이화여자대학0 ,

교출판부 ,p.283.』

그림 분청배꽃원< 15>

접시(2007)『미르홈
판매상품,

www.mirhome.co.kr』

그림 바리게이트< 16>

벽면에 표현된 이화

(2007)

이화 알프스 어린이

그림 벽면에< 17>

그려진 이화(2007)

이화여자대학교 전철역

계단벽면

느질하지 않은 것으로 요즈음 남자들의 장유와 비슷

한 것이나 조금 짧으면 단배자가 되니 즉 지금의,

당의이다.”24)라고 기록하고 있어 조선 초기 명나라,

에서 전래된 단배자가 배자 저고리로 변하였다가 다

시 숙종 이후 한말의 당의와 같은 제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당의에 영향을 준 반비 배자 등이 당, ( )半臂 ㆍ

나라의 유속으로 명나라를 거쳐 전래되었으므로 당

의 또한 머리의 당 자가 가리키듯이 본래 당의( )唐

유제 에서 온 복식( )遺制 25)으로 설명하는 근거가 된

다 가례도감의궤의 반차도 그림 에 보면 조선.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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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가례의 행렬에 착용되었던 복식의 실제 형태와

색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회화자료로서 가례도감의,

궤 반차도에 보이는 상궁과 보행내인 대합비 의녀, ,

들이 입고 있는 의녀들의 옷에는 저고리의 길이가

엉덩이까지 내려오고 옆 겨드랑이 밑에서 터져 있으

며 소매가 좁은 형태로 옆선이 곡선을 후려져 그 모

양이 당의와 같은 형태로 일치하고 있어 가례도감의

궤의 저고리가 당의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가례도감.

의궤의 기록에는 직접적인 당의라는 명칭의 사용‘ ’

은 드물고 대신에 저고리와 함께 당저고리‘ ’ ‘ (唐赤古

당고의 와 당의복으로 혼용되어 사용)’, ‘ ( )’ ‘ ’里 唐古衣

되어왔다 역대 가례도감의궤 단자에는 당의를 모두.

저고리 라고 기록하고 있어 당의는 원래 중( )赤古里

국고유의 명칭이었고 저고리가 일반적인 명칭임을

알 수 있다.26)

전통혼례복 중에서 곡선의 미는 당의에서 가장 현

저하게 표현되는데 당의의 당코가 표현하는 독특함

과 허리를 따라 내려오는 곡선의 조화는 둔각을 이

루며 완만한 곡선으로 독특한 아름다움을 창출한다.

상의의 도련선 배래선과 같은 한복풍의 디자인에서,

표현된 곡선은 버선코의 뒤꿈치선 배자와 당의 앞,

자락 저고리 앞자락의 도련선 소매의 배래선 깃머, , ,

리 선 등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곡선이다 그 밖에.

초가집의 둥근 지붕 실패의 곡선 복주머니의 곡선, , ,

그림 고종명성후< 18>

가례도감 의궤 반차도

유송옥 한국복식사 수(1998), ,『

학사 p.177.』

그림 버선코 당의앞자락의< 19> ,

둔각과 당초문양의 완만한 곡선

조규화 이희승 패션미(2004),『 ㆍ

학 수학사, ,p.611.』

그림 영친왕비 당의< 20> ,

조선말기

김영숙 조선조 후기(1999),『

궁중 복식 문화재청, ,p.77.』

당초문양의 파상선 등은 둔각을 이루며 완( )波狀線

만한 곡선으로 느긋하고 여유 있는 것이 특징이

다.27) 그림< 19>

당의의 형태는 시기별로 조선시대 초기 중기 후, ,

기 말기별로 차이가 나타난다 조선 초기, . (1392~

의 저고리의 형태는 안깃과 겉깃이 모두 목판1495)

깃으로 소매는 통수형의 직배래선이며 앞길의 양, ,

옆솔기선이 곡선으로 후려져 아래로 점점 넓어지면

서 도련선이 매우 둥글게 되어 있다.28) 조선시대 중

기 의 저고리의 형태는 당코깃의 형태가(1495-1694)

처음으로 등장했으며 소매는 통수형의 직배래선으,

로 수구쪽으로 갈수록 살짝 좁아지는 사선배래 형태

를 보이고 있고 앞길의 옆선이 아래로 퍼지면서 도,

련은 부드러운 곡선이다 조선시대 후기. (1676~

는 역사상 저고리 형태가 가장 많이 변한 시1863)

기로 깃의 형태는 반목판형 깃과 완전히 당코깃의,

형태이고 진동은 좁고 진동쪽으로 넓어지는 사선배,

래의 소매를 가졌다 앞길의 옆선은 곡선과 직선형.

태가 공존하고 있으며 도련선은 비교적 완만한 곡선

이고 섶코가 매우 강조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 말.

기 당의의 형태는 앞길이의 몸판이 가(1864~1910)

장 좁고 길었던 형태로 좁은 당코깃과 좁은 곡선 배

래 매우 둥근 곡선의 도련선이 특징이다 조선시대, .

당의는 년대로 오면서 라인 한복치마가 등장1970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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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 따라 당의도 앞길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앞길의

양옆솔기선이 사선을 형성하면서 넓어졌고 년, 1900

대 초 영친왕비의 당의 그림 는 오늘날에 우리< 20>

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정착된 당의 형태로서 넓은,

곡선 배래와 완만한 곡선의 옆선과 도련선 등에서

넉넉하고 부드러운 조선시대 여성의 미를 찾을 수

있다. 29)

조선시대 당의의 색채는 녹색 자주 남송, , ( ),藍松

백색이 애용되었다 백색당의는 여름용 홑당의와 나.

라에서 상을 당했을 때 입었으며 녹색당의는 가장,

많이 입은 민간에서는 결혼할 때 녹색의 겉에 다홍

색으로 안을 넣어 입었다 그리고 남송당의에서 남.

송 이 어떤 색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남색이 감( )藍松

도는 소나무색이 아닌가 한다 자색당의에서 자색은.

세종 년에 왕이 사용하고 대궐 안에서 쓰는 이외32

는 사용을 못하게 했는데 지금 자색과 비슷하게 하,

여 짙게 물들인 색을 입고 있어 등위가 구별되지 않

으니 이를 금한다고 하였다.30)

당의의 사용된 옷감의 문양은 도류문 복( ),桃榴紋

숭아문 석류문 별문 목단문 수복문, , ( ), ( ),別紋 牧丹紋

이 애용되었다 도류문 복숭아문 석류문은( ) . , ,壽福紋

조선시대 유교 최고 가치의 다산과 장수를 상징하는

길상문이었고,31) 별문은 특별한 신분에게만 쓸 수

있는 것으로 용문이 흉배에 표현되었다 목단문 수. ,

복문은 왕실에서 당의에 금직이나 부금을 하여 아름

움을 더하였으나 반가에서는 금직이나 부금 되지 않

은 것을 입었다.32) 그러나 비와 빈의 것에는 금박

을 찍고 양어깨 가슴 등에 보 를 달지만( ) , ( )金箔 補

상궁이나 사대부 부인들의 것에는 금박이나 보를 하

지 않으며 소매 끝에 흰색의 거들지는 모두 달았다.

황후의 당의는 삼회장저고리와 남색 스란치마 위에

입으며 머리는 또야머리에 칠보화관을 쓰고 신은,

황색당혜 를 신었다( ) .黃唐鞋 33)

당의는 계절에 따라 겹당의 홑당의가 사용되었으,

며 홑당의는 당적삼 당한삼이라고도 하며 겨울에는,

주로 겹당의를 입고 여름에는 홑당의를 입었다.34)

옷감은 겨울철에는 주 금란 단자( ), ( ), ( ),紬 金襴 緞子

봄 가을에는 사 종류를 사용하였다( ) .紗․
당의는 다른 예복에 비해 가장 간편하면서도 실용

적인 형태를 띠고 있을 뿐 아니라 모양이 아름다운

옷으로 궁중이나 양반층에서는 간이예복 또는 소례

복 으로 평복 위에 입었고( ) ( ) ,小禮服 平服 35) 후기에 들

어서 일반인들은 혼례복으로 입었다 또한 당의의.

간편하면서 실용적인 형태는 현대 전통복식에 계승

되어 돌잔치나 약혼식 환갑 고희 잔치 때 등 현대, ,

여성의 전통복식으로 생활에 가장 많이 입고 있다.

한국적 이미지의.Ⅲ

웨딩드레스 디자인 연구

이화문과 당의 이미지의 웨딩드레스1. Ⅰ

작품설명 한국여성의 청초하고 화사한 아름다:ㆍ

운 웨딩드레스를 개발하기 위해 얼굴이 초점인 비구

축적인 디자인인 실루엣의 웨딩드레스로 하A line

여 소재는 전통소재로 겉감을 실크노방과 안감을,

수직실크를 사용하였다 실크노방의 광택과 가볍고.

부드러움으로 신부이미지의 화사한 느낌을 주게 했

다 비치는 단점을 안감에 수직실크 소재를 사용하.

여 이를 보완하였고 광택있는 수직실크의 두터움이,

조화를 이루어 더 화사함을 주었다 디자인의 특징.

은 모티브인 당의의 가장 특징인 곡선의 미를 표현

하기 위해 곡선을 상부에 베스트의 도련과 하부에는

당의 도련의 곡선을 살린 한 겹을 덧대어 스커트 앞

에 부착하여 표현하였고 스커트에 부착된 당의의,

도련선은 스커트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상 하부에 모두 당의를 적용하여 전체. ㆍ

적으로 한국적 분위기를 살리려고 디자인하였다 또.

하나의 모티브인 이화는 꽃과 잎 부분을 표현하였는

데 꽃의 특징인 흰색과 원형인 점 그리고 꽃잎의,

갯수 개가 특징인 점을 살려 표현하였으며 잎은5 ,

끝이 뾰족한 것이 특징이나 웨딩드레스의 온화하고

부드러움을 주기위해 조금만 뾰족하게 하여 표현하

였고 이화를 옷 전체에 가득 장식해 화사한 분위기

를 더하였다 장식기법은 옷 전체에 이화문 자수와.

이화 코사지를 장식하였는데 이화문양 자수를 놓고,

그 위에 이화 코사지를 부착하여 모티브인 이화의

아름다움을 강조하였고 당의는 가장자리에 줄레이,

스 장식을 하여 당의 곡선의 미를 강조하여 한눈에

당의임을 알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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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문과 당의 이미지의 웨딩드레스2) Ⅱ

작품설명 세기를 사는 한국여성의 순수하: 21ㆍ

고 도회적인 세련미가 있는 웨딩드레스를 개발하기

위해 최근 현대 여성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는 슬림

한 실루엣의 웨딩드레스로 하여 소재는 한국전통복,

식 소재인 노방실크와 수직실크를 사용하였고 여기,

에 노방실크를 번 아웃 가공하여 소재에 있어서도

전통의 현대화를 시도하고자 하였다 디자인의 특징.

은 모티브인 이화는 이화의 특징인 한 군데서 여러

송이가 뭉쳐서 피는 양상을 강조하여 상부에 전체적

으로 과장하여 코사지를 부착하였다 또 하나의 모.

티브인 당의는 스커트 부분에 당의를 겹겹이 재단하

여 당의의 곡선이 여러 겹 겹쳐지게 하여 당의의 특

징인 곡선을 부각시키고 활동적인 분위기를 표현하

였다 장식기법으로는 상부에 코사지 장식과 허리부.

분에는 다른 장식을 하면 허리가 굵어 보일 수 있으

므로 비딩 기법을 사용하였고 스커트 당의 곡선을,

강조하기 위해 곡선부분에 레이스 부착기법을 사용

하였다.

이화문과 당의 이미지의 웨딩드레스3) Ⅲ

그림 이화와 당의 이미지 라인< 21> A

실루엣의 웨딩드레스 Ⅰ

그림 베스트를 당의의< 22>

앞길형으로 재단하고 그

위에 이화 코사지 장식

그림 이화와< 23>

당의자락을 길게하여

스커트 앞부분에 장식함

작품 설명 정숙하고 단아하고 고결한 분위기:ㆍ

의 웨딩드레스를 개발하기 위해 이화의 가지모양의

양상과 당의의 곡선을 살린 노출되지 않은 투피스식

의 아우어글라스 실루엣 의 웨(hourglass silhoutte)

딩드레스이다 디자인 특징은 모티브인 이화는 짧은.

가지 모양 위에 한 꽃눈에서 꽃이 개씩 뭉쳐서5-9

피는 양상을 살려 디자인하였고 또 하나의 모티브,

인 당의는 현대적인 스타일의 자켓모양 상부 허리

아래 부분에 당의 도련선의 곡선을 살려 이를 현대

적으로 재해석하여 전통미를 나타내었다 한층 전통.

미를 살리기 위해 장식기법으로는 상부에 칼라와 허

리와 소매부분에 누빔기법을 사용하였고 이 부분에,

좀 더 화사한 분위기를 줄 수 있도록 비딩을 하여

통일감을 주었다 하부에는 스커트에 가지모양으로.

자수를 놓고 짧은 가지 위에 이화 코사지를 부착하

여 이화의 가지모양을 표현하였다 이화는 짧은 가.

지가 많으나 본 연구에서는 신부이미지의 정숙하고

단아한 분위기를 주기 위해서 너무 화려하지 않게

짧은 가지를 전체적인 분위기에 어울리도록 적당한

간격으로 놓아 자수 장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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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이화와 당의이미지< 24>

실루엣의 웨딩드레스Slim Ⅱ

그림 상의 전면에 이화 코사지 장식< 25>

그림< 26> 스커트를 당의모양으로 겹 층층이3

재단하여 가장자리에 레이스 장식

그림 이화와 당의 이미지< 27>

아우어글라스(hourglass sihoutte)

실루엣의 웨딩드레스 Ⅲ

그림 허리는 당의< 28>

곡선의 미를 살리고 칼라,

허리라인 소매에 비즈장식을,

한 웨딩드레스

그림 스커트에 이화< 29>

가지 자수와 코사지 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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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제언.Ⅳ

이화 이화문 와 당의 에 관한( ) ( ) ( )梨花 梨花紋 唐衣ㆍ

문헌 연구를 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화.

배꽃 는 조선시대 후반 이후 문양으로 등장하( : )梨花

지만 매화와 자두꽃 오얏꽃 과 그 형태가 매우( : )李花

비슷하여 거의 구별하기 어렵고 혼동하여 사용하여

왔다 이화의 식물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이화의. ,

꽃모양은 원형 이며 꽃과 잎이 동시에 피며 이( ) ,圓形

화의 잎 은 넓은 난형 또는 원형으로 첨두( ) ( )葉 卵形

이며 넓은 예저 이고 가장자리에 둔한( ) , ( )尖頭 銳底

잔톱니가 있다 이화의 가지모양은 짧은 가지 끝에.

꽃눈 하나에서 개씩 뭉쳐서 핀다 이화문5-9 . (梨花

의 사례는 아주 드물어 책 표지 도자 등에서 몇) ,紋

몇 사례가 있을 뿐이다 이화의 상징성은 흰빛을 좋.

아하는 우리민족성을 함축하며 깨끗함 순수 순결, ㆍ ㆍ

정숙 진실 화합 희망 등의 상징의 의미를 지니ㆍ ㆍ ㆍ ㆍ

고 있어 본래의 신부의상의 의미인 청초 순결 정ㆍ ㆍ

숙 고결 등의 의미와 함께 신부의 결혼의상의 상징ㆍ

성을 잘 나타내준다.

당의는 중국에서 전래되어 한국양식으로 변한 복

식으로 전통혼례복 중에서 곡선의 미가 가장 특징적

으로 표현된다 당코가 표현하는 독특함과 허리를.

따라 내려오는 곡선의 조화는 둔각을 이루며 완만한

곡선으로 독특한 아름다움을 창출한다 당의의 형태.

는 조선시대 시기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었지만 조선

말기 년대 초 영친왕비의 당의형태가 지금의1900

당의의 형태로 정착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적 이미지의 웨딩

드레스 점을 디자인하고 실물을 제작하였다 주제3 .

는 이화문과 당의 이미지이며 소재는 전통복식 소재

인 수직실크 와 실크노방(white pantone 11-0601P)

을 사용하였다(white ivory pantone 11-0104TP) .

작품 은 청초하고 화사한 분위기의 한국적 이미Ⅰ

지의 웨딩드레스를 개발하기 위해 얼굴이 초점인 비

구축적인 디자인인 실루엣으로 하여 당의의A line ,

가장 특징인 곡선의 미를 살려 상부에 베스트의 도

련과 하부에는 스커트의 도련에 표현하여 전체적으

로 한국적 분위기를 살리려고 하였고 또 하나의 모,

티브인 이화는 꽃과 잎 부분을 옷 전체에 가득 이화

문 자수와 이화 코사지로 장식하여 화사한 분위기를

표현하였다 작품 는 순수하고 도회적인 세련미가. Ⅱ

있는 분위기의 한국적 이미지의 웨딩드레스를 개발

하기 위해 슬림한 실루엣 웨딩드레스로 하였고 소,

재에 있어서도 전통의 현대화의 시도로 번 아웃 가

공법을 사용했다 순수함을 상징하는 이화는 순수함.

을 강조하기 위해 이화의 여러 송이가 뭉쳐 피는 양

상의 모습을 앞길 전면을 코사지로 메꾸었고 당의,

는 도회적인 세련미를 주기 위해 당의 앞길 자락의

곡선이미지를 스커트 앞부분에 겹겹이 겹이 보이도3

록 덧대어 현대적인 분위기가 나도록 디자인하였다.

스커트 당의 곡선부분이 잘 표현되도록 레이스를 가

장자리에 장식하였다 작품 은 정숙하고 단아하고. Ⅲ

고결한 분위기의 한국적 이미지의 웨딩드레스를 개

발하기 위해 노출되지 않은 투피스식의 아우어글라

스 실루엣 으로 하여 당의는 현(hourglass silhoutte) ,

대적 스타일의 자켓모양 허리 아래 부분의 당의 도

련선의 곡선과 이화의 가지모양의 양상을 살려 디,

자인하였다 한층 전통미를 살리기 위해 칼라와 소.

매부리와 허리부분에 누빔을 넣었고 이화문 코사지,

를 이화문의 짧은 가지 자수위에 여러 개씩 달아 스

커트에 장식하여 이화의 가지모양을 표현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이화 와 당의 이미지를( ) ( )梨花 唐衣

모티프로 하여 전통과 모더니즘을 융합시킨 한국적

인 이미지의 웨딩드레스를 개발하였다 소비자들의.

감성과 취향이 날로 다양화 고급화되고 있으므로 소

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우리의 고유성을 창출

할 수 있는 상품이 요구되고 있다 전통에 기반을.

둔 문화적인 가치를 가지고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

해서는 고부가가치의 상품이 절실히 요구된다 웨딩.

드레스는 특히 고부가가치 디자인을 잘 표현해줄 수

있는 아이템으로서 이에 대한 글로벌한 감각의 디자

인 상품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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