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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search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sewing methods used for women's Jeogori in 
modern Korea. The results are following. In the 1920s sewing of shoulder parts was started, and 
in the 1930s sewing by hand had reduced by dissemination of sewing-machine, and in the 1940s 
the Som-jeogori declined by the matter of economic and sanitary issues. In the 1950s four-fold sew-
ing emerged, and during the 1960s the gause-lined triple-layered Jeogori was in fashion, and in 
the 1970s the Ggaeggi-jeogori and much elaborated Jeogori became in vogue. The characteristics of 
the sewing methods are changed by following factors. First, the dissemination of sewing-machine in 
the 1930's enabled fast and precise sewing of Jeogori which reduced the rate of clothes mending 
and the production period. Second, by development of washing method, the dry cleaning became 
common, resulting cleaner washing and better preservation. Third, introduction of western clothes 
gave rise to modernized Han-bok which was changed into practical and simple one. Fourth, by the 
introduction of synthetic textile and industry development, Jeogori with no armhole line or right 
Seop line was made using wide selection of textiles. Fifth, in 1945~60s, women learned' good wife 
and wise mother' education and the use of sewing machine in school. The clothing lifestyle affected 
the sewing method's change, for example, clothes sewed strongly by sewing machine not to take 
clothes apart, and attaching button instead of Go-reum to save clot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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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의복은 디자인, 직물선택, 제도, 재단, 봉제의 과정

을 거쳐 착용함으로써, 미적인 면과 과학적인 면이

어우러져 완성된다. 특히 봉제 과정은 착용함으로써

드러나는 옷의 조형으로 인체에 적합한 옷을 제작하

기 위하여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복식은 시대에 따라 달리하는 조형문화로서 그 전

개는 종적인 시대를 상징하기도 하고, 구성양상에 따

라 오리엔탈풍, 유러피안풍으로 분류하며 이는 재단

과 봉제, 피팅 등의 요소로서 카프탄타이프, 혹은 튜

닉타이프 등을 설명하기도 한다1). 유라시아의 복식의

대부분은 여유량이 많은 헐렁한 원피스타이프를 기

본으로 평면구성에 의지한다. 이 중에서 한복은 평면

구성의 대표적인 예로 상고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어

져 착용되고 있다. 특히 저고리는 시대의 흐름에 따

라 구성요소는 큰 변화가 없지만 치수, 형태, 옷감

등의 세부적인 형태변화로 시대별 특징을 나타낸다.

그간 전통복식에 대한 연구는 주로 출토 복식을

중심으로 치수, 형태, 재질, 문양 등의 분석과 고증

및 재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왔다. 이에 비하여

유물의 접근성이 용이한 근대 유물에 대한 관심과 연

구는 저조하였다. 하지만 최근 세계화 추세와 근대에

관한 담론에 힘입어 이태옥의 ‘19세기 이후 여자 저

고리 변천에 관한 실증적 연구 -형태 및 봉제를 중심

으로-’, 김미래의 ‘20세기 여자 저고리․치마의 형태

변천에 관한 연구’, 안현주의 ‘근대 여자한복 유물의

문양연구’ 등과 같이 점차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항기 즈음, 1890년대를 기점

으로 하한 연대는 유물자료수집 대상인 2000년대까

지를 포함하여 살펴보았다. 근대 저고리 유물자료와

신문․잡지․도록 등의 당시 이미지 자료를 활용하

여 근대 저고리의 봉제방법과 그 변화요인을 규명하

였다. 유물자료 321점은 저고리의 종류․봉제종류․

솔기방향을 조사하였고, 세부적으로 깃․도련선 안

쪽․여밈 방법․동정 등 총 72항목으로 분류하여 봉

제방법과 특징, 변천요인 등을 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근대이후 저고리 변천과 근대사 속

의 우리문화를 살펴보는 한편 한복의 바느질 방법과

원리를 파악하고 이를 현대 패션디자인에 접목시켜

전통복식의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Ⅱ. 한복구성 용어와 저고리 봉제 순서
1. 봉제용어와 저고리구성
구성이란 몇 가지 부분이나 요소를 모아서 일정하

게 전체를 짜거나, 어떠한 결과를 이룬 것을 말한다.

한복구성 역시 옷 만들기에 필요한 용구․치수재

기․옷감의 선택과 디자인․본뜨기․마름질을 거쳐

바느질을 하기까지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필요로 한다.

한복은 주로 직선으로 재단되어 바느질을 거쳐 착

용함으로써 입체화가 된다. 일반적으로 양복구성에

나타나는 다트 사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바느질 방

법, 솔기 처리 방향, 다리미질 등과 같은 섬세한 작

업에 의해 집중되어 나타난다. 특히 조선시대는 바느

질을 여공(女工)의 으뜸으로 쳐, 바느질 솜씨가 좋다

는 것은 훌륭한 여성의 제일(第一)조건으로 간주되었

다. 閨閤叢書에서는 바느질 용구 관리법, 바늘을

녹슬게 하지 않는 방법, 엉킨 실을 푸는 법, 가위 보

관 법 등을 설명하여 귀천을 막론하고 바느질의 중

요성이 인식되어 왔다. 그래서 개개인마다 다양한 봉

제 방법으로 옷을 만들어 그 특징을 나타내었다. 다

음으로 바느질에 대한 용어와 저고리 봉제방법 및

순서는 1920년 이후 간행된 朝鮮裁縫全書를 비롯

하여, 1960년대 우리 옷 變遷과 裁縫을 거쳐 2000

년대 발간된 아름다운 한복 구성에 이르기까지 총

23종 도서2)의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1) 한복 바느질에 사용되는 용어3)

근대화 이후 재봉틀이 들어오기 전 까지는 손으로

한땀 한땀 바느질을 하여 저고리를 만들어 입었다.

이렇게 손바느질을 통하여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근

대이후에 사용된 손바느질의 종류를 살펴보면 감침

질․홈질․박음질․상침질․휘갑치기․공그르기․시

침질․새발뜨기․사뜨기 등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봉

제방법을 설명하는 내용에는 ‘호기, 곱솔, 친다.’ 등과

같이 현재는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찾아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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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호기’는 1960년대 선행 자료까지 나타나는 용어

로 ‘호다’의 명사형으로 ‘홈질하다’를 의미한다. ‘곱

솔’4)은 박이옷5)을 지을 때 한번 꺾어서 호고 다시

접어서 박는 일 또는 그렇게 박은 솔기를 뜻한다.

‘곱솔’의 어원을 살펴보면 ‘곱’6)이란 ‘곱절의 준말’,

‘몇 개의 수나 식을 곱하여 얻은 수’ 혹은 ‘배(倍) 또

는 곱절7)’를 뜻하는 단어로써 ‘곱 + 솔기 + -하다’의

명사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곱솔’은 깨끼저고리

바느질 방법으로 이때 ‘깨끼’란 ‘사(紗)붙이로 안팎

솔기를 곱솔로 박아 옷을 지은 것, 혹은 깨기 옷의

준말8)’이다. ‘깨끼’는 ‘깎다’라는 동사의 피동형 ‘깎이

다’9)가 ‘ㅣ' 모음역행동화에 의하여 ‘깨끼다’라는 동

사에서 명사로 변한 말이다. 따라서 ‘깨끼저고리’는

어원으로부터 곱솔 바느질을 하여 시접을 깎아낸 저

고리임을 알 수 있다. ‘친다.’는 인도10), 즉 인두질․

다림질을 하는 부분의 설명에서 살펴볼 수 있는 용

어로 ‘다림질을 한다, 다린다.’를 의미한다.

손바느질 용어는 192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기존

바느질 방법에 큰 변화 없이 전해졌으며, 감침질은

보통감침․어슷감침․속감침․말아감침으로 4가지

방법을 설명하고, 시침질의 경우에도 보통시침․어슷

시침․한올뜨기시침․징검시침으로 조금 더 세분화

시켜 4가지로 설명하였다.

또한 선 물리기․잣 물리기․누비박기․박쥐단추

(쌍밀이 단추)만들기 등과 같은 장식 바느질 방법과

양장 바느질에서 사용하는 실표뜨기와 단추를 달거

나 구멍솔기를 처리하기 위한 버튼홀스티치가 등장

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양복이 일상복으로 착용되면

서 한복의 봉제에 있어서도 보다 기능적이고 효율적

인 시대상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인다.

2) 저고리 봉제방법 및 순서

23종의 한복구성서에서 살펴 본 저고리 봉제방법은

4겹박기 등장과 깃봉제 순서에 따라 저고리의 봉제방

법과 순서에 차이를 보이며 3가지 순서로 정리되었다.

① 4겹박기 이전의 봉제순서는 다음과 같이

어깨연결하기→ 등솔연결하기→ 섶달기→ 진동연

결하기→ 겉감의 배래와 옆선박기→ 안감만들기(겉

감과 동일한 방법으로 만들기)→ 안감의 배래와 옆

선박기→ 겉․안감 맞추기→ 수구박기→ 깃달기→

고름달기→ 동정달기의 순서로 마무리되며 23종 구

성서 가운데 4종에서 보였다.

② 4겹박기 등장이후 깃봉제 순서가 진동을 박기

이전의 경우에는

어깨연결하기→ 등솔연결하기→ 섶달기→ 깃달기

→ 진동연결하기→ 안감만들기→ 겉․안감맞추기(2겹

박기)→ 배래와 옆선박기(4겹박기)→ 고름달기→ 동

정달기의 순서이며

③ 4겹박기 등장이후 깃봉제의 순서가 배래를 박

은 이후에 되는 경우는

어깨연결하기→ 등솔연결하기→ 섶달기→ 진동연

결하기→ 안감만들기→ 겉․안감맞추기(2겹 박기)→

배래와 옆선박기(4겹 박기)→ 깃달기→ 고름달기→

동정달기의 순서로 대부분 순서가 4겹박기 이후 깃

을 봉제하였다. 이상에서 근대이후 봉제방법에서 나

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은 안팎의 저고리를 맞추는 방

법으로 각각 만들어 끼워 넣기와 안팎의 옆선과 배

래를 함께 박는 4겹박기 바느질로 나누어졌고 깃을

다는 순서에 따라 차이를 두었다. 겹저고리의 4겹박

기는 봉제에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

고, 겉․안감의 고정으로 겹저고리의 안정된 모습을

보여 솔기의 기능적인 특징을 강화시킨다.

Ⅲ. 근대 여자저고리 유물 고찰
1. 조사대상
조사된 자료는 근대이후 저고리 유물 총 321점으

로, 대전성모여자고등학교 소장품11), 운현궁 복식유

물, 개인 소장품12) 그리고 매장방문13)으로 이루어졌

다. 유물의 상․하한 연대는 1930년대부터 1980년대

까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1930년 이전 시기는 선행연

구 자료를 참고로 하고, 1990년 이후는 개인소장품이

다. 조사한 유물은 대전성모여고 소장품의 268점은

1930년대 11점, 1940년대 35점, 1950년대 34점, 1960

년대 50점, 1970년대 122점, 1980년대 16점이고, 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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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 1940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합계

대전성모여고소장 11 35 34 50 122 16 / / 268

운현궁 유물 / / / 9 / / / / 9

개인 소장 / 3 / 1 4 4 5 4 21

J 매장 / / / / / / / 7 7

L 매장 / / / / 4 5 3 / 12

M 매장 / / / / / / / 4 4

합계 11 38 34 60 131 25 8 15 321

<표 1> 조사대상 저고리와 시기별 분류

1930 1940 1950 1960 1970 1980 1990 이후 계

민저고리 10 34 29 56 120 20 13 282

회장
반회장저고리 1 4 5 2 8 3 6 29

삼회장저고리 / / / / 3 / 2 5

색동저고리 / / / 2 / 1 2 5

계 11 38 34 60 131 24 23 321

<표 2> 형태에 따른 시기별 저고리 종류

1930 1940 1950 1960 1970 1980 1990 이후 계

겹
2겹저고리 6 12 15 24 41 2 / 100

3겹저고리 / 5 3 25 43 10 6 92

깨끼저고리 / 2 1 / 34 5 13 55

홑저고리 1 8 10 9 13 7 4 52

솜저고리 4 11 5 1 / / / 21

누비저고리 / / / 1 / / / 1

계 11 38 34 60 131 24 23 321

<표 3> 제작 방법에 따른 시기별 저고리 종류

궁 복식유물은 1960년대 9점으로 구성되었다. 개인소

장은 모두 21점으로 1940년대 3점, 1960년대 1점,

1970년대 4점, 1980년대 4점, 1990년대 5점, 2000년대

4점이다. 현재 시판용 저고리는 총 23점으로 사간동

L매장의 12점으로 1970년대 4점, 1980년대 5점, 1990

년대 3점과 반포동 J매장의 2000년대 저고리 7점, 청

담동 M매장의 2000년대 4점이 활용되었다. 이상의

저고리를 시기별로 분류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2. 조사대상 저고리의 분류
형태와 제작 방법에 따라 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형태에 따라 민저고리․회장저고리․색동

저고리로 나누고, 그 다음 제작 방법에 따라 겹저고

리․깨끼저고리․홑저고리․솜저고리와 누비저고리

로 분류하였다. 이때 홑저고리는 바대가 있는 속저고

리를 포함시켰고, 겹저고리는 진솔 바느질을 한 2겹

저고리와 3겹저고리, 깨끼저고리는 깨끼 바느질을 한

2겹저고리, 솜저고리는 갓 저고리와 함께 분류하였다.

1) 형태별 저고리<표 2>

민저고리가 282점으로 가장 많고 회장저고리는 반

회장 29점, 삼회장 5점, 색동저고리는 5점으로 보여 시

기별로 형태에 따른 저고리의 분류는 <표 2>와 같다.

2) 제작 방법별 저고리<표 3>

겹저고리가 192점, 2겹저고리 100점, 3겹저고리 92

점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2겹 깨끼저고리 55점, 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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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고리 52점, 솜저고리 21점, 누비저고리 1점으로

<표 3>과 같다.

Ⅳ. 근대 이후 여자저고리
봉제 방법 분석

봉제방법은 저고리의 형태에 따라 홑저고리․겹저

고리․깨끼저고리 3가지 종류로 나누어 각 항목을

조사하였다. 구체적인 조사항목은 저고리 종류․봉제

방법․솔기방향이며, 세부 봉제항목은 깃․도련선 안

쪽․여밈․동정 등으로 총 72항목이다.

첫째, 저고리 종류는 홑저고리․2겹저고리․3겹저

고리․솜저고리․누비저고리로 분류하고 둘째, 저고

리 봉제방법은 손바느질․재봉틀․손바느질과 재봉틀

을 혼용한 방법이 있었고 셋째, 솔기 방향은 등솔․

어깨․겉섶과 안섶․진동․끝동 부분을 조사하였다.

넷째, 세부 봉제방법 중 깃봉제 방법은 안깃의 모

양․안깃의 형태와 마무리 봉제방법․안깃의 심 형태

와 모양 등 세부적으로 나누었고, 도련선 안쪽 봉제

방법은 눌러 박기․새발뜨기․상침하기로 분류하였

다. 여밈 방법은 매듭단추․브로치․고름으로 나누었

고, 동정의 경우 직물을 직접 심에 싸서 만든 동정․

심 없이 직물로만 만들어 옷에 눌러 박은 동정․시판

되고 있는 일반 동정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1. 홑저고리
홑저고리는 총 321점의 유물 중 52점을 고찰하였

다. 이 중 융으로 만든 저고리 1점을 제외하고, 51점

의 저고리는 바대가 있거나 맞깃 형태의 저고리, 합

성섬유로 제작되어 레이스가 달린 것은 대부분 속저

고리로 분류하였다. 연대별로는 1930년대 1점, 1940

년대 8점, 1950년대 10점, 1960년대 9점, 1970년대는

13점, 1980년대는 7점, 1990년대 1점, 2000년대 3점으

로 나타났다.

봉제는 모두 재봉틀을 사용하고, 안감 깃의 마무

리부분에서만 손바느질을 살펴볼 수 있다. 52점의 저

고리 중 진솔바느질은 26점, 깨끼바느질 26점으로 나

누어졌고, 사용된 소재로는 노방․항라․모시․융․

무명․광목․옥양목 등으로 나타났다.

홑저고리에서 많이 나타난 특징으로 심감을 안감

의 깃고대 부분보다 조금 넓고, 깃너비와 비슷하게 2

겹으로 만들어 사방을 공그르기로 고정한 것으로

<그림 1>의 도식화에 나타나는 사선부분에서 그 형

태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동정이나 당의의 거들

지와 같이 더러워지면 손쉽게 교체할 수 있어 위생

적이며, 세탁 시간을 절약 할 수 있는 기능으로도 볼

수 있다.

2. 겹저고리
겹저고리는 2겹저고리와 3겹저고리로 나누었고,

총 321점에서 192점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겹저고리

로 분류된 저고리 종류는 민저고리․반회장저고리․

삼회장저고리․색동저고리가 포함되어 있다. 이중 겹

저고리에 나타나는 특징의 겉섶의 솔기방향에서는

겉섶 바느질을 할 때 길의 시접은 넓게 두어 자르지

않고, 접어서 섶과 연결한 후 시접을 섶 쪽으로 꺾어

가름솔처럼 보이도록 한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진솔바느질에 나타나는 특징으로 도련선 안쪽 봉제

방법을 살펴볼 수 있는데 <표 4>와 같이 세 가지

종류로 분류되었다.

조사한 저고리의 바느질 방법은 2겹박기 후 도련

선의 안감 쪽에서 솔기의 시접부분을 ① 재봉틀로

눌러 박은 저고리 14점<그림 2>, ② 새발뜨기를 한

저고리 26점<그림 3>, ③ 상침을 한 저고리 27점<그

림 4>, ④ 뒤 도련선은 눌러 박고 앞 도련선은 새발

뜨기를 한 저고리 1점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도련선의 안쪽까지 바느질하는 것은 겹저

안깃 고대

등 솔

등 솔

안깃 고대

<그림 1> 깃고대 부분에 옷감을 덧댄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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눌러박기 새발뜨기 상침하기

<그림 2> <그림 3> <그림 4>

<표 4> 도련선 안쪽 봉제방법

고리에서 많이 나타나는 특징으로 한복은 겉감과 안

감을 똑같이 재단하여 만들기 때문에 완성시에 안감

이 밀려나오는 것을 방지하고 도련선을 다시 한 번

고정해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이다.

봉제의 위치를 살펴보면 ① 앞․뒤도련선과 섶의

가장자리 선까지 모두 박기 ② 뒤도련선만 박기 ③

앞도련선만 박기 ④ 겉․안섶선이 연결되어 두꺼운

도련선의 시접부분만 박는 것으로 나누어졌다. 도련

선 안쪽의 봉제방법은 조사한 유물의 전시기에 걸쳐

나타나는 구조상의 특징으로 볼 수 있겠다. 봉제방법

으로는 새발뜨기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보색(補色)

실을 사용하여 장식미도 함께 표현하고 있다.

다음으로 겹저고리 깃은 형태변화와 봉제방법에

두드러진 특징을 가진다. 깃은 저고리에서 빠질 수

없는 구성 요소로 형태가 변화되면서 시기별 특징으

로 보여주고 있다.

근대이후에 깃의 특징은 겉․안깃의 형태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데 세부적인 특징으로 ① 깃감의 형

태, ② 안깃마무리를 할 때 사용한 봉제방법, ③ 안

감깃의 심 봉제방법, ④ 안깃머리 형태 등으로 나누

어 고찰하였다.

첫째, 깃감의 형태를 살펴보면 조사한 321점의 겉

감깃 형태는 모두 동그래깃으로 나타났고 안감깃에

서 다양한 특징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겉․안감깃은 같은 형태로 겉감깃을 골선으로 재

단하여 안깃을 만들거나, 겉감깃과 같은 모양으로 안

감깃을 만들어 겉․안감을 박아 깃을 만들었다. 이러

한 형태는 근대이후에도 변화 없이 이어지고 있지만

1940년대부터 1980년대의 저고리에서 안감깃 형태 변

화를 살펴 볼 수 있었다. 안감깃 형태 변화의 특징은

겉감을 깃감까지 연결 한 후 2겹박기와 4겹박기를 하

는 저고리에서 볼 수 있다. 이 형태는 저고리의 창구

멍 부분인 안감깃을 봉제할 때 고대부분만 막아주는

형태와 고대부분부터 안길의 끝까지 깃을 달아주는

형태로 나누어졌다. 조사 자료에서는 고대막음Ⅰ14)

형태는 18점, 고대막음Ⅱ15)형태는 9점이었다. 고대막

음 봉제방법은 안감깃을 만들기 편하고 깃부분도 작

아서 빨리 제작할 수 있고, 쉽게 뜯어서 빨거나 수선

에 편리하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에는 한복의 예복

화로 인해 전통적인 바느질방법으로 옷을 만들어 입

기 시작하면서 점차 줄어 지금은 거의 사라졌다.

둘째, 안감깃의 봉제방법은 대부분 손바느질을 이

용하였고, 공그르기․새발뜨기․감침질․풀칠․공그

르기와 풀칠․공그르기와 새발뜨기가 혼용된 경우로

나타났다. 총 192점 에서 공그르기 94점, 새발뜨기

54점, 풀칠 7점, 혼용된 경우 34점, 깃만 깨끼바느질

한 경우 3점으로 공그르기와 새발뜨기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1930년대에서 1940년대 저고리에서 풀칠한 것으로

안깃 전체에 사용한 경우와 고대부분은 손바느질을

하고 앞길부분의 깃부분만 사용한 경우로 나누어졌

다. 이 방법은 손바느질 저고리에서 많이 나타났고,

저고리를 세탁하기 위하여 쉽게 뜯을 수 있고, 제작

을 빨리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그림 2, 3, 4> 대전성모여고 소장 유물. 2009.01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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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무늬 물결무늬 사슬무늬 계

1960년대 10 5 3 18

1970년대 / 5 / 5

1980년대 / 2 1 3

계 10 12 4 26

<표 5> 시대별 안깃 상침무늬 분류

상침 무늬 종류 도식화

산무늬

<그림 5>

물결무늬

<그림 6>

<그림 7>

<그림 8>

사슬무늬
<그림 9>

<그림 10>

<표 6> 안깃 상침 무늬의 종류와 도식화

셋째, 깃감이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심을 넣어 봉제 하는 안감깃의 특징을 살펴 볼 수 있다. 총 192점 중

<그림 5, 6, 7, 8, 9, 10> 대전성모여고 소장 유물. 2009.01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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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점의 저고리에 나타나는 심의 봉제방법의 특징은

세 종류로 나누어졌다. ① 깃 전체에 심을 넣은 경우

107점 ② 깃 전체에 심을 넣고 안감 깃과 심을 박아

모양을 나타내는 경우 26점 ③ 안감 깃의 겉쪽에서

손바느질로 심을 고정한 것이 1점으로 분류되었다.

① 깃 전체에 심을 넣은 경우는 겉깃과 심감을 같

은 형태로 재단하여 겉감에 심을 시침하기, 시접 부

분의 가장자리를 눌러박기하여 한 장의 직물처럼 만

들어 깃을 봉제하는 것으로 깃 전체에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법이다.

② 깃의 겉․안감사이에 심을 넣고 안감 깃과 고

정을 시킬 때 산무늬<그림 5>․물결무늬<그림 6, 7,

8>․사슬무늬<그림 9, 10> 등16) 여러 가지 모양으

로 박는 방법이다. 심을 안감과 함께 한 번 더 박아

줌으로써 깃에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접을 좀

더 안정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심감을 고정할 때 나

타나는 여러 가지 무늬들은 1960년대 후반부터 1980

년대 집중적으로 나타났고, 입었을 때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아름답게 장식함으로써 개성미를 표현하였

다.

안감깃을 심과 함께 상침무늬로 고정시킨 저고리

는 총 26점으로 시기별로 살펴보면 60년대 18점, 70

년대 5점, 80년대 3점으로 분류되었고 <표 5>에서

살펴 볼 수 있다. 그리고 종류별로 산 무늬 10점, 물

결무늬 12점, 사슬무늬 4점으로 분류하여 도식화와

함께 <표 6>에 정리하였다.

③ 홑저고리와 깨끼저고리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형태로 깃을 완성 한 후 동정을 달기 전에 심감을

접어서 2겹으로 만들어 겉에서 공그르기로 고정을

하였다. 겹저고리에는 1점 밖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심감이 더러워졌을 때 쉽게 교체하기 쉬운 방법으로

저고리를 자주 입을 경우에 실용적인 방법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안깃머리의 형태를 살펴보면 겉깃과 같이

동그래깃 형태와 각진깃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었

다. 안깃은 겉에서 바느질 자국이 보이지 않도록 하

였다. 조사한 저고리 중 38점에서 안깃머리를 접어서

만들어, 이때 안감깃이 겉깃에 비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겉깃보다는 작은 너비로 만들어 손바느질을

한다. 이러한 형태는 의생활개선정책을 시행했던

1960부터 1980년대 초기의 저고리에서 많이 나타나

는 특징으로 안깃을 쉽게 만들 수 있고 봉제 시간도

절약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이다.

3. 깨끼저고리17)

깨끼저고리는 총 55점으로 40년대 2점, 50년대 1

점, 70년대 34점, 80년대 5점, 90년대 6점, 2000년대 7

점으로 나누어졌다.

깨끼바느질은 여름에 착용하던 저고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특징이나 근래 예복용으로 한복을 착용

하게 되면서 사계절을 두루 입는 소재의 저고리에도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솔기 완성분은 0.2~

0.3cm로 좁다.

근대화 이후 실용적인 봉제 방법이 발달하게 되면

서 총 55점 중 16점은 2겹박기 후 4겹박기를 하지

않고 배래와 도련선을 통솔로 연결한 바느질 방법을

볼 수 있다. 이는 박는 횟수가 줄어들고 베어내지 않

아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

다.18)

4. 솜저고리
솜저고리는 겨울용 옷감과 명주솜을 사용하여 만

들어 비용이 많이 들고, 저고리를 지을 때 솜을 일일

이 펴서 겉감에 붙여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솜의

세탁이 어렵기 때문에 위생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능률적이지 못하여 점차 제작이 줄어들기 시작하였

고, 60년대 이후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대표적인 특징으로 도련선 안쪽의 봉제방법을 살

펴보면 대부분 섶부분과 함께 도련선과 수구에 상침

을 하였다. 이는 도련선의 안감이 밀려나오지 않도록

하는 형태고정 기능과 함께 저고리 안쪽의 솜이 밀

리거나 뭉치지 않도록 하기위해 바느질하였다. 다음

으로 깃을 공그르기나 풀로 고정한 것이 1930~50년

대에 집중되어 나타났다. 이는 솜저고리에 사용하는

명주솜을 세탁하고 통풍시키기 위하여 쉽게 뜯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안깃은 고대막음 형

태로 하여 쉽게 바느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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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저고리 봉제 특징 및 분석
근대이전 저고리는 조선시기 출토복식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반하여 본 자료는 접근과 관찰이

용이하여 봉제방법을 분석함에 어려움이 거의 없이

봉제 방법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었다.

1. 저고리 봉제 특징
첫째, 어깨선박기를 볼 수 있다. 근대화 이후 저고

리 봉제방법의 특징으로는 어깨솔기를 박아서 제작

하는 것이 조선시기까지 저고리의 특징과 다른 점이

라 할 수 있다.

유물에서 살펴본 저고리의 어깨솔기 시접은 3cm부

터 최대 6.5cm까지 넉넉히 두었다. 이는 어깨를 연결

하여 등바대 역할을 함께 하여 균형을 줄 수 있고 세

탁을 할 때 옷감의 변형을 막거나 수선이 필요로 할

때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고대점까지 어깨를

박아주어, 깃을 놓은 때 정확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

조선시기 유물에서도 거의 볼 수 없는 근대복식의

특징은 깨끼저고리와 홑저고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겹

저고리에서 어깨솔기를 박은 것이 나타나는 점이다.

이전 시기와 같이 어깨선을 골선으로 제작한 저고

리는 홑저고리와 깨끼저고리를 제외하고 총 321점

중 32점에서만 볼 수 있었다. 1940년대 2점, 1950년

대 5점, 1960년대 8점, 1970년대 10점, 1980년대 3점,

1990년대 이후 4점이 나타나는데 근대이후로는 대부

분 어깨솔기를 박아 저고리를 만든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는 근대이후로도 어깨의 골선 형태 저

고리는 시기별로 살펴 볼 수 있지만 대부분 어깨선

을 박아 저고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국조오례의 상례편을 보면 과거 사람들이 장례시

염을 할 때 신체를 전후보다는 상하의 개념으로 다

루었는데 이는 전과 후는 별개가 아닌 앞의 연장선

상의 하나로 뒤도 보았음을 의미한다. 이는 당시 사

람들의 신체관이 의복에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

다19)하여 유교를 중시했던 조선시기까지는 어깨솔기

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근대화 이

후 여러 가지 요인으로 복식에도 변화가 생기면서

어깨선을 박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실물자료에서 1920년대부터 1930년

대에 나타났으며, 1925년에 발간된 최초의 수업교재

인 朝鮮裁縫全書에서도 설명하는 겹저고리의 봉제

방법에서 살펴보면 “억개솔을호아서뒤로고”라고 설

명되어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최은수의

선행연구에서 1920년대에 어깨선 박기가 나타난 것

으로 설명하고20) 장인우21)의 연구에서도 조선 후기

부터 어깨 솔기시접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며 근대화

이후에는 정착화 되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고 설

명하여 어깨솔기 박기는 근대 봉제방법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근대화이후 나타난 저고리 봉제방법의 변화

로 4겹박기의 등장을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저고리의 겉․안감을 각각 길, 소매,

섶, 깃을 연결하고 배래와 옆선까지 박은 후 도련과

수구에서 연결하여 저고리를 완성하였다.

그러나 근대화 초기에 배래를 4겹박기를 한 저고

리가 나타나기 시작한 후 1950년대 배래와 옆선을

함께 박는 4겹박기 봉제방법이 일반화되기 시작하였

다. 그래서 길, 소매, 섶을 연결하고 겉․안감 2겹을

놓고 수구와 섶가장자리선부터 도련선까지 모두 박

은 후 배래와 옆선의 겉․안감을 한꺼번에 박고 깃

을 놓아 완성하는 저고리 봉제방법이 시작되었다. 이

렇게 4겹박기가 도입되면서 봉제방법의 순서에 변화

가 나타났다.

봉제방법을 살펴보면 2겹박기에서는 겉․안감에 깃

을 각각 달고 겉․안감 배래와 옆선도 각각 박아 연

결하는 반면, 4겹박기의 경우는 배래와 옆선의 겉․안

감을 한꺼번에 박아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시접도

한꺼번에 정리가 되어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다.

한복은 서양복식과 다르게 착용 시에 열린 부분이

함께 봉제되고, 마지막으로 하나의 창구멍을 이용하

여 뒤집어 겉모양을 마무리한다. 그러므로 최종 창구

멍이 마무리되기 이전에 2겹박기 단계의 가장자리선

이 안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4겹박기가 시작 되면서 봉제과정이 줄어들

고, 겉․안감을 함께 박아서 저고리 제작 시간이 줄

어들어 보다 편리한 바느질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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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고대막음 Ⅰ 형태

대전성모여고 소장 유물 2009.01 조사

＜그림 12> 고대막음 Ⅱ 형태

대전성모여고 소장 유물 2009.01 조사

한편 4겹박기를 하지 않은 저고리는 겹저고리 192

점 중에서 29점만 나타났고, 1950년대부터는 점차 보

이지 않았다. 이 시기는 전쟁 후 정치적․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문교부와 사회부에서 국민 식생

활 및 국민 의복개선요령과 국민 소비생활긴축을 위

한 행동요령을 각각 발표하여 의식주 개선운동을 펼

치던 때였다.22) 이러한 사회적 배경과 경제적 상황에

맞춰 옷을 세탁하고 제작하는 일에 시간이 많이 소

요되는 것을 개선하고자 저고리를 뜯어서 세탁하는

일이 없어지고 또한 가장 튼튼해야 할 부분이 구조

상 배래와 옆선이므로 4겹박기의 등장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셋째, 근대 저고리에서 볼 수 있는 특징으로 겉감

과 안감사이에 심지를 넣는 3겹으로 옷을 만드는 봉

제방법으로, 40년대 후반부터 등장하여 현재 저고리

까지 이어지고 있다. 실물자료를 통하여 총 192점의

겹저고리 중에서 94점에서 볼 수 있었다. 40년대 저

고리의 심감은 안감으로 사용된 것과 같은 것으로

지어졌는데 50년대 이후 저고리에서는 망사로 심을

넣은 저고리가 나타나면서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3겹저고리는 심감을 겉감에 시침으로 고정하여 겉

감에서 심감이 밀리지 않도록 하였다. 50년대에 유입

되기 시작한 양장용 합성 섬유가 한복에도 사용되면

서 반짝이 소재, 레이스, 벨벳, 지지미등에 심을 사용

하여 완성시에는 저고리의 형태안정에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망사 심감은 80년대 초반까지만 사용

되었으며, 2002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이후 세계화에 힘

입어 복식의 소재 또한 변화되었다. 화려한 저고리와

개량 저고리가 쇠퇴하고 전통적인 단아한 저고리가

입혀져 숙고사, 생고사, 양단, 항라 등 전통 직물이 부

각되었으며 심도 부드러운 노방 소재를 사용하였다.

넷째, 근대 저고리에서 볼 수 있는 특징으로 안감

깃의 봉제방법에 변화가 나타났다. 근대이전까지는

겉감깃과 같은 형태의 안감깃을 만들어 봉제 하였으

나 시기가 변화하면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고대막음

형태가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저고리 봉제에 있어 그 순서를 살펴보

면 길, 섶, 소매, 2겹박기, 4겹박기를 하고 겉감 깃을

봉제한 후 안감 깃에서 마무리를 하게 된다. 반면 고

대막음 형태는 창구멍 부분이었던 안감깃을 봉제 할

때 저고리안감의 고대부분만 막아주는 형태이다.

이처럼 안감깃 봉제의 특징인 고대막음 형태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① 안감깃의 고대 부분

만 막는 형태<그림 11>와 ② 고대부터 안감깃의 끝

까지 연결하는 형태<그림 12>로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봉제방법은 첫째, 안감깃을 쉽게 바느질하

여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둘째, 직물을 절약하는 효

과가 있고 셋째, 안감의 면적이 넓게 남아있어 올풀

림을 줄이고, 뜯는 부분도 작아 쉽고 편리하게 수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고대막음 형태는 1930년대 저고리

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다가 1980년대 이후부터는 다

시 겉감깃과 같은 형태의 안감깃이 일반적인 형태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이는 1980년대 세계화 이후

한복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함께 겉에서 보이는 저

고리의 형태만이 아니라 전통 한복의 전형적인 봉제

방법으로 저고리를 제작함으로써 우리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승하려는 의지인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근대이후 여밈방법의 다양한 변화를 볼

수 있겠다.

조선시대까지는 매듭단추와 고름이 일반적이었으

나, 근대화 이후 서양문물이 들어오면서 브로치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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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물을 접어서 만든 형태 실로 만든 형태 직물과 실을 혼용한 형태

<그림 13> <그림 14> <그림 15> <그림 16>

<표 7> 브로치 여밈 고리 형태

거나 고름을 리본으로 묶기도 하고, 삼작고름 장식을

겸하고, 고름형을 부착하고 안쪽에서 스냅단추로 여

밈을 쉽게 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하게 디자

인되어 변화하였다.

실물자료를 통하여 여밈 방법을 살펴보면 고름이

149점으로 가장 많았고 홑저고리에서 볼 수 있는 매

듭단추는 66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근대시기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으로 브로치는 96점에서 볼 수 있었다.

이는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저고리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브로치 여밈 형태는 깨끼저고리에서 많이

사용되었는데 50년대 나일론의 유입 이후 나일론 저

고리를 입으면서 고름 대신 브로치로 여며 입는 것

이 유행하게 되면서 70년대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름이 쇠퇴하며 활동에 편리했던 브

로치가 장식을 위한 사치품으로 변질되는 현상이 발

생하자, 국가적으로 사치품, 귀금속, 보석으로 된 단

추나 브로치를 금지하면서 사라지게 되었다. 브로치

의 유행으로 이를 고정하기 위한 브로치고리의 형태

는 다양하게 나타나 옷감으로 천을 접어서 만들거나

<그림 13, 14>, 여러 줄의 실로 고리를 만들고<그림

15>, 실고리와 천고리가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그림 16>가 있어 <표 7>에서 제시하였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매듭단추로 여며 입었던 속저

고리는 벨크로(Velcro)를 이용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는 시판되는 저고리에서 많이 나타났다. 한복을 입는

경우가 줄어들면서 속저고리는 형식적으로 갖춰 입

게 되어 여밈방법은 제작과 착용에 편리하게 되었다.

특히 2005 부산APEC 정상회담과 같은 국제행사에

서, 디자이너 이영희는 당시 각국수뇌가 착용한 두루

마기에 고름을 따로 풀거나 묶지 않도록 하였고 고

름 옆에 작은 매듭단추로 달아 움직이지 않도록 실

용성을 가미하였다. 그리고 드라이클리닝이 가능하도

록 동정을 달기도 하였다.23)

2. 변화 요인 분석
첫째, 재봉틀의 보급이다. 근대화와 함께 서양문물

의 유입으로 복식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가장 큰

변화는 재봉틀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그림 17> 바늘광고

(동아일보 1932. 11. 22.)

한국의 신문광고 100년, 신문박물관, p.9.

조선시대 여성들은 한땀 한땀 정성을 다하여 바

느질을 하면서 옷을 지어 입었다. 이와 함께 손바느

질에 필요한 바늘도 점차 소비가 줄어들어, 세창양

행에서 1932년 동아일보에 ‘원조 세창 입표양침 대

특매(元祖 世昌 笠票洋針 大特賣)’라는 바늘 광고도

몇 차례 등장한 이후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어 졌

다24)<그림 17>. 1877년에 이르러 우리나라에 재봉

틀이 보급되어 쉽게 옷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13, 14, 15, 16> 대전성모여고 소장 유물 2009.01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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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사용이 일반화되지 않다가 재봉틀 광고

증가와 함께 1930년 후반에 보편화되면서 일반가정

에서의 사용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즉 재봉틀은

속도감과 기능성을 더하며 4겹박기 바느질 방법이

등장하게 된 것으로 본다. 4겹박기는 겉․안감의 배

래와 옆선을 안팎 합쳐 4겹을 한꺼번에 박고, 시접

을 한 번에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어 배래선과 옆

선의 형태안정은 물론 활동시에 빈번한 마찰을 요

하는 부분의 기능성을 높이게 된 것이다. 그리고 너

무 두껍거나 표면장식상의 손바느질이 어려운 직물

에 재봉틀을 사용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다양한

디자인을 제공하는 획기적인 시기가 되었다.

둘째, 근대이후 세탁문화의 발달은 여러 사회적

변화와 함께 많은 영향을 받았다. 1900년대부터 1999

년까지 빨래터세탁의 시기, 옥내세탁시기, 세탁기 세

탁의 시기, 친환경 세탁의 시기25)로 변화하면서 의생

활에 영향을 미쳤다.

1920년대부터는 양잿물․붕사․하이드로설파이드

(Hydrosulfide)․아황산 등 화학 약품이 나왔으며26),

1923년 삼청동에 공동세탁장이 설치되며, 1926년 수

입세탁기가 들어오면서 쉽고 편리하게 세탁을 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외국에서 1807년에 시작된 드라이

클리닝이 우리나라의 경우 1920년경부터 세탁소에서

실시된다. 그러므로 해체봉제의 반복은 점차 쇠퇴하

게 된다. 또한 봉제의 특성상 곱솔 바느질은 드라이

클리닝으로 세탁에 문제가 없어 더욱 유행하게 된다.

셋째, 다양한 직물 생산과 수입은 저고리 봉제방

법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나일론은 1927년 미국 듀

퐁사의 캐로더스(Carothers) 연구진에 의해 개발되어

1939년에 첫 선을 보였고, 우리나라에는 1945년 미군

이 진주하면서 도입되었다.27) 합성섬유의 유입과 함

께 1950년대에 양장과 겸용으로 저고리 감이 사용되

면서 레이스(Lace), 반짝이 소재, 벨벳 등으로 화려하

고 장식성이 강한 저고리를 제작하게 되었다. 망사의

등장과 함께 이를 심감으로 사용하면서 60년대에 대

표적인 특징인 3겹저고리가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나

일론으로 제작한 저고리의 경우 깃, 동정, 섶이 넓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미끄럽고 올이 잘 풀리는 나일

론의 특성 때문이다.28) 광폭직물이 발달하면서 한복

패턴의 변화로 1960년대 후반부터 저고리의 진동선

이 없는 패턴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진동선

바느질시에 문양 맞추기를 위한 옷감분량이 줄어들

게 되었을 뿐 아니라 저고리 제작과 디자인을 다양

화 시켰다.

넷째, 서양복의 유입과 발달로 1930년대는 한복과

양장의 혼용의 전성기로 패션의 리더인 신여성이 사

회 곳곳에서 제몫을 찾아 일하게 되면서 그들이 달

라지는 옷차림으로 새로운 유행과 패션의 모델이 되

었다29). 이러한 변화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여성은 양장을 입지는 못하고 한복으로 최대한 멋을

내어 입으면서 양장의 요소를 응용하였다. 수선의 편

의를 위한 어깨솔기는 양장의 어깨패드 느낌을 줄

수 있는 요소로 활용되어 곧은 어깨의 느낌을 주기

도 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서양복의 유입은 한복의

개량화에 영향을 미치면서 저고리와 통치마를 입거

나 몸빼바지를 함께 입기도 하였다. 그리고 진동선을

연결하지 않아 어깨선부터 소매가 자연스럽게 떨어

지는 느낌의 저고리가 등장하게 되면서 전통한복의

패턴변화와 봉제방법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1950년대의 특징으로 서양복에서 볼 수 있

는 브로치의 사용으로 다양한 보석과 단추를 이용하

여 저고리를 여며 입게 되어, 브로치고리를 달아 고

정하였다.

다섯째, 여성의 교육과 의생활 개선운동을 볼 수

있다. 서양 문물의 도입은 복식 제작에 있어서 재봉

틀, 직물, 봉제 도구의 유입과 사용으로 변화를 주었

다. 개항기에 있어서 사회 전반적인 변화와 여성의

교육, 사회 참여의 기회는 새로운 문물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특히 학교 교육을 통한 바느질 수업

은 현모양처 교육과 함께 재봉틀의 사용법을 배우게

되었다. 생활개선운동으로 여자의 비경제적인 깨끼옷

을 폐지하고, 폭치마 대신 통치마를 착용, 세탁할 때

마다 뜯어 빠는 비경제적인 폐단이 없도록 박아 지

을 것, 옷고름은 단추로 고치고 여름옷 이외는 반드

시 색옷으로 하고 고급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국산품

을 적극 장려하자는 방침은 여성의 사회 활동에 영

향을 주었다.30)

1932년 매일신보 기사에 “양복 웃 저고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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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 것이 특징이요. 또 겨울옷도 아주 백이도록

(끼지 않도록) 지어서 재래식 저고리와 같이 자주

세탁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저고리 어깨, 등 부

친 곳과 소매 모양과 뒷길을 주의하여 보십시오.”31)

에서 개량 저고리를 설명하는 신문 기사를 볼 수 있

다. 또한 1938년 7월 10일 매일신보 기사에 옷 끈 대

신 단추를 달아 옷감을 절약하도록 의생활방법을 계

몽하여 실생활에 이용하도록 하였다.32)

여성들은 빨래하고 의복을 짓는 일에 하루 생활

중 반 이상을 보내고 있었고 프랑스 화가 드 라네지

에르(De Lanézière)는 “서울은 다듬이질이 끊이지

않는 거대한 세탁소”33)로 표현 할 정도로 의생활 중

가장 힘든 노동이었던 다듬이질은 큰 수고에 비해

경제적이기 보다는 오히려 옷감이 빨리 상하게 되어

오래도록 입을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

서 의생활 개선 운동과 함께 세탁 법을 개선하여 다

듬이질을 폐지하고 빨아서 풀을 먹여 다림질만으로

의복을 관리하자는 의견들이 등장하면서 저고리의

봉제방법 변화에도 영향을 주었다.

Ⅵ. 결론
본 연구는 여자저고리 실물자료 총 321점의 봉제

방법 조사와 함께 선행연구 자료를 비교 하여 근대

이후 여자저고리 봉제방법의 특징에 대하여 고찰하

였다. 유물자료(321점)는 총 72항목으로 분류하여 봉

제방법, 치수 등을 고찰하였다.

저고리는 형태에 따라 민저고리․반회장저고리․

삼회장저고리․색동저고리로 분류하였고, 종류에 따

라 홑저고리․겹저고리․깨끼저고리․솜저고리․누

비저고리로 나누었다. 저고리의 형태와 종류는 근대

이전과 큰 변화는 보이지 않지만, 장식적인 면에서

금․은박, 수(繡), 그림, 아플리케(Applique), 조각연

결, 색동 등의 다양한 기법과 디자인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나타났다.

근대이후 저고리 봉제방법의 중요한 특징은 다음

과 같이 요약된다. 1920년대에 어깨솔기를 박기 시작

하였고, 1930년대는 재봉틀이 보급되면서 손바느질은

점차 줄어들었으며, 1940년대에는 경제적․위생적인

요인으로 솜저고리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1950

년대 4겹 박기의 등장, 1960년대 망사 심을 넣은 3겹

저고리 유행, 1970년대 깨끼저고리와 화려한 문양의

저고리의 유행 등 다양한 변화를 볼 수 있었다.

조사한 저고리의 세부 봉제방법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솔기의 시접방향은 총 321점 중 등솔은 오

른쪽으로 262점, 겉섶 솔기는 섶 쪽으로 227점, 안섶

솔기는 길 쪽으로 277점, 진동 솔기는 가름솔 214점

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이태옥의 684점 실물 저고리

조사 결과34)와 같이 등솔은 오른쪽, 겉섶 솔기는 섶

방향, 안섶 솔기는 길 방향, 진동 솔기는 가름솔로

근대이전 출토복식 저고리와 큰 변화 없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둘째, 깃의 형태는 겉감 깃과 안감 깃을 골선으로

재단한 형태와 겉감과 안감을 따로 재단하여 붙인

형태로 나누어졌다. 또한 안감 깃머리의 형태는 겉감

깃과 같은 동그래깃 형태가 대부분이었으나 70년대

이후 각이 지게 접힌 형태가 나타났다. 이는 안감 깃

머리의 용이한 봉제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안감 깃을 고대부분만 또는 고대부터 안감 깃 부분

까지 덧대는 고대 막음이 30년대부터 80년대 저고리

까지 나타났다. 그러나 점차 전통 한복을 중요시하게

되면서 겉감 깃과 같은 형태로 다시 변화 되었다. 마

지막으로 깃머리는 대부분 안쪽에서 홈질이나 공그

르기를 사용하고, 안감 깃머리의 마무리는 공그르

기․새발뜨기․풀칠과 이를 다양하게 혼용하였다. 또

한 깃의 형태 유지를 위하여 겉감과 안감 깃 사이

또는 깃이 완성된 후에 안감 깃의 겉 부분에 심을

대주었다. 심을 고정하는 방법으로는 산 무늬․물결

무늬․사슬무늬 등 다양한 무늬로 반복하여 장식상

침을 하였다.

셋째, 여밈 방법은 겉고름․안고름․매듭단추․브

로치․벨크로(Velcro)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브로

치는 60년대 저고리에서 많이 사용하였다. 안고름은

스냅단추가 등장하면서 쇠퇴하였다.

넷째, 도련선 안쪽의 봉제방법은 겹저고리와 솜저

고리를 통해서 확인한바, 저고리의 안감이 밖으로 밀

려 나오지 않도록 고정해 주기 위한 것으로 앞․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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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련선 안감의 시접 부분, 섶 가장자리 부분, 수구

부분에 눌러 박기․새발뜨기․상침하기 등의 형태로

분류되었다.

다섯째, 동정은 심에 본견 직물을 직접 싸거나 직

물로만 동정 형태를 만들어 깃에 직접 눌러 박기도

하였다.

앞서 살펴본 봉제방법의 특징은 근대화 이후 신문

물이 이입되며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변화되었다.

첫째, 1930년대 재봉틀의 보급으로 손바느질은 줄

어들게 되었다. 그리고 저고리를 빠르고 튼튼하게 제

작하게 되어 수선하는 횟수와 옷 만들기에 소비되는

시간이 절약되었다.

둘째, 세탁방법의 발달로 드라이클리닝 보급과 함

께 깨끗한 세탁과 옷의 보존이 가능해지면서 푸새와

재봉제가 쇠퇴하여 4겹 박기 봉제방법이 등장하였다.

셋째, 서양복이 유입된 이후 바디스의 숄더 라인

봉제와 같이 저고리 어깨솔기를 집중적으로 봉제하

게 되고 고름 대신 브로치의 여밈이 두드러지게 나

타났다.

넷째, 1950년대 이후 합성 섬유의 유입과 산업의

발달로 광폭 직물을 사용하여 진동선이나 안섶선이

없는 저고리가 등장하였다. 그리고 안감은 등솔만 박

아 봉제 시간이 단축하게 되었다.

다섯째, 1945~60년대는 여성의 교육을 통하여 학

교에서 현모양처 수업과 재봉틀 사용법을 집중적으

로 배우게 되었다. 또한 의생활 개선운동을 펼쳐 세

탁할 때마다 옷을 뜯지 않도록 재봉틀을 사용하였고,

옷감을 아끼기 위하여 옷고름 대신 단추를 달았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는 화려하고 다양한 무늬의

합성섬유로 만든 저고리가 나타나며, 깨끼저고리가

유행하였다. 그리고 섬유산업의 발달로 인한 광폭 직

물의 사용은 저고리 패턴의 변화와 다양한 디자인을

보여 주었다. 1990년대 이후로는 전통 직물과 천연염

색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복고풍이 유행하였다. 한편

한복은 점차 예복화 되면서 일상복으로의 착용이 줄

어들게 되었고, 이후 깨끼 바느질이 보편화되면서 사

철 깨끼저고리의 착용이 증가하였다.

이상과 같이 저고리의 봉제는 시기적 배경과 함께

경제적이고 장식적이며 기능적으로 점차 변화하였다.

본 연구는 근대이후 복식의 변천을 알아보고자 저고

리 봉제방법 특징과 변화요인을 실물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세계화 속의 우리 한복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한 현 시점에서 봉제방

법을 통하여 시기별 특징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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