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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istory of Korean peony patterns and characteristics of peony patterns on 
the fabric. It is classified according to expression methods, and it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71 
kinds of peony woven on 66 Korean fabrics. First, it was observed that 38 of the 66 studied fabrics 
(57.6%) were relics from the 17th century, and from this it can be deduced that the peony patterns 
began to appear regularly around the latter half of the 16th century and were used habitually in 
the 17th century. Second, 71 kinds on 66 fabrics can be divided into Real Type, Design Type, and 
Abstraction Type according to expression methods. Among these types, 49 kinds of them are Real 
Types (69.0%), forming the greatest part and 19 kinds belonging to the Design Type (26.8%), and 
lastly, 3 kinds were under the Abstraction Type (4.2%). In particular, peony patterns of Design 
Types and Abstraction Types from the 17th century and from the 19th century to the 20th century 
were more prevalent, compared with those before the 16th century or the 18th century. Third, Real 
Types shown on the Korean fabrics are subdivided into 9 types, and the Real Type A among them, 
which describes to be as real as possible, is 12 kinds, the largest number of them. Therefore, real 
and natural pattern of peony is the favorite type in Korea, while rather emphasized pattern of pe-
ony is the more preferred pattern in China. And also Design Types are subdivided into 6 types 
again; There are 6 kinds of design type A, the largest part of Design Types. Patterns of Design 
Type A are most similar to real peony flowers, but more simplified than the Real Type A. This re-
sult also contrasted with the trend in China, where the Design Type C, expressed petals in detail 
was the favored pattern. Fourth, 9 kinds of unique types are found in Korean fabrics, especially 
Real Type M has not been shown on Chinese fabrics. Real type M, consisting of two parts, inner 
and outer, where two curve lines between two parts appear as antennas of a butterfly.1)

Key words: Korean flower pattern(한국 꽃무늬), Korean textiles(한국 직물), 
Korean traditional pattern(한국 전통무늬), peony pattern(모란무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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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모란은 크고 화려한 외형의 특성으로 인해 꽃의

왕으로 여겨졌으며 부귀나 번영, 미인 등을 상징하여

도자기, 가구, 병풍 등의 생활용품에서부터 기와, 천

정 등의 건축물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무늬의 소재로 애용되었다. 한국 전통직물에서도 모

란무늬는 연꽃무늬와 더불어 애용되었던 대표적인

꽃무늬 중의 하나였다. 특히 모란무늬는 직물 유물에

서 사례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형태

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조형적으로도 아름다워서 현

대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 전통직물에 있어 직조를

통해 나타나는 모란무늬이며, 부금과 자수에 의한 모

란무늬는 제외하였다. 직조에 의한 모란무늬를 조사

한 결과 모란무늬가 직조된 삼국시대 이전 직물 유

물은 현재 남아있지 않고, 한 두 점만 남아있는 고려

시대의 직물은 조각 크기가 작아 무늬의 일부만 남

아있기 때문에 표현방법에 따른 모란무늬의 유형 분

류는 조선시대의 유물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먼저 문헌들에서 관련된 기록들을

찾아 모란의 역사와 직물에 나타난 모란무늬의 특징

을 고찰하였다. 이를 기초로 박물관에 소장된 유물과

도록, 출토보고서, 단행본 등을 통해 직조된 모란무

늬들을 조사하고, 이들을 Illustrator 프로그램으로 그

려 조형 특징을 분석한 후, 표현방법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였다.

직조된 모란무늬의 형태의 특징은 꽃잎의 가장자

리에 파상곡선의 결각(缺角)이 있으며, 꽃잎이 여러

겹 중첩된다. 또 잎사귀는 대개 사람의 손에서 엄지

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은 벌리고 나머지 세 손가락은

붙인 것처럼 세 갈래로 갈라진 모양이며, 경우에 따

라 네댓 갈래인 경우도 있다.1) 이러한 형태의 특징

을 기준으로 선정된 유물은 모두 66점이며, 이들 중

5점(유물 11, 15, 16, 22, 29)은 한 직물에 두 가지

유형의 모란무늬가 있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대상인

모란무늬는 모두 71종이다.

지금까지 한국 모란무늬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2)

주로 직물뿐만 아니라 공예나 건축 등 분야마다 사

례들을 조금씩 폭넓게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는 한국

직물에 표현된 모란무늬를 표현방법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는

첫째, 한국 전통무늬의 조형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결과들을 꾸준히 축적한다면,

무늬의 조형 특성을 기준으로 복식 유물의 착용연대

나 생산시기, 생산국 등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사, 분석된 다양한 무늬들은 전통한복

용 옷감뿐만 아니라 패션의류제품, 주얼리, 전통문화

상품, 인테리어 등 현대의 다양한 분야에서 무늬의

모티브로 활용할 수 있다.

Ⅱ. 모란의 역사와
직물에 나타난 모란무늬

특정한 사물이 무늬로 애용되기까지는 먼저 그 사

물이 실생활에서 그만큼 널리 사용되는 현상이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모란무늬가 유행하기 시작

한 것도 관상용으로 재배되기 시작한 이후일 것으로

생각된다.3)

모란이 한국에 처음으로 전래된 시기는 신라시대

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문헌자료에서 모란과 관련

된 가장 빠른 기록은 현재까지 연구된 바에 따르면

당(唐) 태종(太宗)이 신라 진평왕(眞平王)에게 모란

씨앗과 모란그림을 보내준4) 기록이다. 태종의 재위

기간이 626년에서 649년, 진평왕의 재위기간이 579년

에서 632년인 것을 고려하면 626년에서 632년 사이

에 전래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고려도경(高麗圖經)에는 “부채[扇]를 붉은 라

(絳羅)로 만들고 가운데에 모란꽃 두 송이를 수놓았

다”라는5) 기록이 있어 고려시대에 모란무늬가 자수

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1302년 아미타불복

장물 중에는 <그림 1>6)처럼 파상곡선의 꽃잎이 중첩

된 꽃송이와 세 갈래 잎사귀가 짧은 가지에 달린 형

태의 모란을 부금한 라(羅)직물이 남아있다. 뿐만 아

니라 장곡사 철조약사불복장물 중에는 <그림 2>7)처

럼 능(綾)직물이 있는데, 조각이 너무 작아 무늬의

일부만 남아있으나 파상곡선의 결각이 있는 꽃송이

와 세 갈래의 잎사귀가 표현되어 모란무늬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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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고려시대의 모란무늬

1302년 아미타불복장 라직물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 우리나라 전통 무늬1 직물, p. 73.

<그림 2> 고려시대 모란무늬

1346년 장곡사 철조약사불복장 능직물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우리나라 전통 무늬1 직물, p. 77.

이처럼 모란무늬는 이미 고려시대에 직조뿐만 아

니라 자수, 부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애용되었다.

그러나 현재 남아 있는 당시의 직물 유물은 서론에

서 언급한 것처럼 극히 드물고, 대부분은 조선시대의

것이다.

서론에서 밝힌 꽃잎과 꽃송이, 잎사귀 형태의 특

징을 기준으로 직물에 직조로 표현된 모란무늬는

<표 1, 2>처럼 모두 66점이 조사되었다. 시기가 정확

하지 않은 불복장물과 전세유물 일부를 제외한 대부

분은 출토복식으로 무덤 주인의 생몰년이 정확하므

로 그 사망시기를 기준으로 보면 <유물 6>부터 <유

물 43>까지 연구대상의 과반수를 넘는 38점이 17세

기의 것이다. 이를 보면 16세기에는 연꽃무늬가 매우

유행하여8) 그 시대를 대표하는 무늬였던 것처럼 모

란무늬는 16세기 후반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

기 시작하여 17세기에 애용된 무늬 중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17세기에는 유물 수량이 많은 것만큼 모란무늬의

구성양식도 다양하다. 특히 그 중에서도 <유물 6, 10,

11, 14, 15, 16, 17, 18, 22, 29, 32, 35>처럼 모란 꽃송

이를 넝쿨과 함께 구성한 것과 <유물 9, 12, 19, 20,

23, 25, 26, 31, 33, 43>처럼 모란이 봄을 대표하는 꽃

으로서 여름의 연꽃, 월계, 가을의 국화, 겨울의 매화,

동백, 또는 복숭아꽃, 해당, 석류, 장미 등의 네 가지

꽃들과 번갈아 배치한 두 가지 전형적인 구성양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 <유물 13>처럼 전형적인

모란넝쿨무늬에 나비가 더해진 것, <유물 8, 38, 39,

40>처럼 넝쿨형 모란이 연꽃과 번갈아 배치되거나

그것에 새가 보조무늬로 더해진 것, <유물 36, 37>처

럼 수국과 번갈아 배치되거나 그것에 나비와 벌이

보조무늬로 더해진 것처럼 전형적인 구성양식을 약

간 변형한 경우도 있었다. 그 밖에 <유물 30>처럼 연

꽃, 구름과 함께 용과 봉황의 보조무늬로 사용된 것,

<유물 21>처럼 넝쿨형 모란이 연꽃, 국화, 매화와 함

께 봉황 등의 보조무늬로 사용된 것, <유물 24>처럼

절지형 모란이 바위 위에 서 있는 학, 해와 함께 큰

원형의 단위무늬를 이루는 것, <유물 27>처럼 절지형

모란이 연꽃, 석류와 번갈아 배치되고 벌과 벌집이

보조무늬로 배치된 것, <유물 7>처럼 절지형 모란이

장미와 번갈아 배치된 것, <유물 42>처럼 매화, 난초,

불수감과 복합구성된 것, <유물 41>처럼 만자 바탕에

난초와 번갈아 배치된 것, <유물 34>처럼 모란이 연

꽃, 매화, 살구꽃, 복숭아, 물결, 만자(卍字)와 금정,

여의, 전보, 쌍서각, 서책, 산호 등의 보배무늬들과

구획이 나누어진 격자 사이사이에 번갈아 배치된 것

도 있다.

66점의 모란무늬 중 무덤 주인의 사망시기를 기준

으로 18세기에 해당하는 것은 7점이다. 전형적인 몇

가지 구성양식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났던 17세기에

비해 18세기는 유물수는 적지만 유물마다 서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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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시기 유물의 무늬 및 종류 출토지 소장처
표현

방법

01 조선 전기(추정) 모란넝쿨무늬 사 불복장9) 개인 도안-A

02 조선 전기(추정) 모란연꽃복숭아보배무늬 단 불복장10) 개인 도안-E

03 조선 전기(추정)
사계절꽃(모란, 매화, 국화, 목련)

무늬 능
불복장11) 개인 도안-E

04 16C 모란넝쿨무늬 능 대렴금12) 충북대학교박물관 사실-M

05 16C 말 추정
사계절꽃(모란, 동백, 연꽃, 국화)

넝쿨무늬 금선단
평산 신씨 묘13) 문경새재박물관 추상형

06 16C 중-17C 초 모란넝쿨무늬 단 이응해(1547-1626) 묘14) 충주박물관 사실-A

07 16C 중-17C 초 모란장미무늬 단 이응해(1547-1626) 묘15) 충주박물관 사실-E

08 16C 중-17C 초 모란연꽃새무늬 단 이응해(1547-1626) 묘16) 충주박물관 사실-M

09 16C 중-17C 초
사계절꽃(모란, 연꽃, 국화, 매화)

새보배무늬 단
이응해(1547-1626) 묘17) 충주박물관 사실-E

10 16C 중-17C 초 모란넝쿨무늬 단 장기 정씨(1565-1614) 묘18) 안동대학교박물관 사실-C

11 16C 중-17C 초 모란넝쿨무늬 단 장기 정씨(1565-1614) 묘19) 안동대학교박물관
사실-M

사실-M

12 16C 중-17C 초
사계절꽃(모란, 연꽃, 월계, 석류)

벌집벌무늬 단
장기 정씨(1565-1614) 묘20) 안동대학교박물관 사실-A

13 16C 중-17C 초 모란나비무늬 단 장기 정씨(1565-1614) 묘21) 안동대학교박물관 사실-I

14 16C 중-17C 초 모란넝쿨무늬 단 장기 정씨(1565-1614) 묘22) 안동대학교박물관 사실-C

15 16C 중-17C 초 모란넝쿨무늬 단 장기 정씨(1565-1614) 묘23) 안동대학교박물관
사실-M

사실-M

16 16C 중-17C 초 모란넝쿨무늬 단 장기 정씨(1565-1614) 묘24) 안동대학교박물관
사실-A

사실-M

17 16C 중-17C 초 모란넝쿨무늬 단 장기 정씨(1565-1614) 묘25) 안동대학교박물관 사실-I

18 16C 중-17C 초 모란넝쿨무늬 능 장기 정씨(1565-1614) 묘26) 안동대학교박물관 도안-F

19 16C 중-17C 초
사계절꽃(모란, 연꽃, 월계, 석류)

벌집벌무늬 단
장기 정씨(1565-1614) 묘27) 안동대학교박물관 사실-A

20 16C 중-17C 초
사계절꽃(모란, 매화, 장미, 석류)

새무늬 단
양천 허씨(1566-1626) 묘28)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사실-A

21 16C 후-17C 초
사계절꽃(모란, 연꽃, 국화, 매화)

봉황무늬 단
광해군비 유씨(1576-1623) 묘29)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도안-A

22 16C 후-17C 초 모란넝쿨무늬 단 신경유(1581-1633) 묘30)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사실-C

사실-C

23 16C 후-17C 초
사계절꽃(모란, 연꽃, 해당, 매화)

무늬 단
신경유(1581-1633) 묘31)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도안-A

24 16C 후-17C 중 모란학괴석무늬 사 정온(1569-1641) 묘32) 거창박물관 도안-C

25 16C 후-17C 중
사계절꽃(모란, 연꽃, 국화, 월계)

새무늬 단
여흥 민씨(1586-1656) 묘33) 경기도박물관 사실-E

26 16C 후-17C 중
사계절꽃(모란, 연꽃, 국화, 동백)

넝쿨무늬 단
여흥 민씨(1586-1656) 묘34) 경기도박물관 사실-G

27 16C 후-17C 중 모란연꽃석류벌벌집무늬 단 여흥 민씨(1586-1656) 묘35) 경기도박물관 사실-A

28 16C 후-17C 중 모란연꽃국화새무늬 단 여흥 민씨(1586-1656) 묘36) 경기도박물관 사실-E

29 16C 후-17C 중 모란넝쿨무늬 단 여흥 민씨(1586-1656) 묘37) 경기도박물관
사실-M

사실-M

<표 1> 한국 직물에 나타난 모란무늬: 유물정보

다양한 구성양식들이 보인다. 17세기에도 나타났던

넝쿨형 모란이 봉황의 보조무늬로서 연꽃과 번갈아

배치된 <유물 47>과 연꽃, 국화, 동백과 함께 사계절

을 대표하는 꽃으로서 봉황의 보조무늬로 사용된

<유물 45>뿐만 아니라 <유물 46>처럼 모란넝쿨무늬

를 중심무늬로 하여 작은 크기의 봉황이 보조무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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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시기 유물의 무늬 및 종류 출토지 소장처
표현

방법

30 16C 후-17C 중 모란연꽃용봉구름무늬 단 동래 정씨(17세기) 묘 소렴금38)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사실-E

31 16C 후-17C 중
사계절꽃(모란, 연꽃 복숭아꽃,

동백)무늬 단
동래 정씨(17세기) 묘 이불39)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도안-A

32 16C 후-17C 중 모란넝쿨무늬 단 김여온(1596-1665) 묘40) 안동대학교박물관 사실-I

33 17C 후반
사계절꽃(모란, 연꽃, 국화, 동백)

용무늬 단
낙산사 공중사리탑 불복장41) 낙산사 도안-A

34 17C 후반
격자바탕모란연꽃살구꽃매화복숭아

보배무늬 단
낙산사 공중사리탑 불복장42) 낙산사 추상형

35 17C 후반 모란넝쿨무늬 사 홍우협(1655-1691) 묘43) 충북대학교박물관 사실-I

36 17C 후반 모란수국나비벌무늬 단 홍우협(1655-1691) 묘44) 충북대학교박물관 사실-B

37 17C 후반 모란수국무늬 단 해평 윤씨(1660-1701) 묘45)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사실-E

38 17C 후반 연꽃모란넝쿨무늬 단 해평 윤씨(1660-1701) 묘46)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도안-A

39 17C 후반 모란연꽃무늬 단 해평 윤씨(1660-1701) 묘47)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사실-I

40 17C 후반 모란연꽃무늬 단 해평 윤씨(1660-1701) 묘48)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사실-L

41 17C 후반 만자바탕모란난초무늬 단 해평 윤씨(1660-1701) 묘49)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사실-I

42 17C 후반 모란, 매화, 난초, 불수감무늬 단 해평 윤씨(1660-1701) 묘50)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도안-E

43 17C 후반
사계절꽃(모란, 연꽃, 국화, 매화)

무늬 단
해평 윤씨(1660-1701) 묘51)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사실-E

44 17C 중-18C 초 작은 원형꽃무늬 주 남오성(1643-1731) 묘52) 국립민속박물관 도안-E

45 17C 중-18C 초 모란연꽃국화동백봉황무늬 단 완산 최씨(1650-1732) 묘53) 이화여대박물관 도안-E

46 17C 중-18C 초 모란봉황무늬 단 완산 최씨(1650-1732) 묘54) 이화여대박물관 사실-E

47 17C 중-18C 초 모란연꽃넝쿨무늬 단 완산 최씨(1650-1732) 묘55) 이화여대박물관 추상형

48 17C 중-18C 초
여지석류감계원모란복숭아꽃석류꽃

수국새무늬 단
안동 권씨(1664-1722) 묘56) 경기도박물관 사실-D

49 17C 후-18C 중
모란해당난초석류석류꽃복숭아복숭

아꽃불수감무늬 단
이태곤(1672-1763) 묘57)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사실-D

50 18C 모란복숭아꽃산다화보상화무늬 직금단 미상58) 고대직물연구소 도안-C

51 19C 전반 모란매화무늬 색동단 순화궁첩초 표지59) 숙명여대박물관 사실-A

52 19C - 20C 초 절지모란무늬 단 안동 김씨 집안 묘60) 온양민속박물관 사실-A

53 19C - 20C 초 수자와 모란연꽃무늬 단 안동 김씨 집안 묘61) 온양민속박물관 도안-A

54 19C - 20C 초 모란사군자무늬 사 안동 김씨 집안 묘62) 온양민속박물관 사실-A

55 19C - 20C 초 만자바탕 모란원형꽃무늬 단 안동 김씨 집안 묘 저고리63) 온양민속박물관 도안-B

56 19C - 20C 초 모란연꽃무늬 단 법화경(法華經) 표지64) 통도사 성보박물관 도안-D

57 19C 말 모란무늬 금선단 의왕비(義王妃, 1880-1964) 원삼65) 경운박물관 소장 사실-B

58 20C 전반 절지모란무늬 사 영왕(1897-1970) 전복66) 국립고궁박물관 도안-B

59 20C 전반 절지모란무늬 단 영왕비(1901-1989) 스란치마67) 국립고궁박물관 사실-C

60 20C 전반 모란사군자무늬 단 영왕비(1901-1989) 당의68) 국립고궁박물관 사실-A

61 20C 전반
봉황모란연꽃난초국화동백앵무새꾀

꼬리복숭아꽃무늬 단
영왕비(1901-1989) 패물궁보69) 국립고궁박물관 도안-C

62 20C 전반 모란연꽃무늬 단 영왕비(1901-1989) 홍원삼70) 국립고궁박물관 사실-B

63 20C 전반 모란연꽃무늬 사 영왕비(1901-1989) 홍원삼71) 국립고궁박물관 사실-B

64 20C 초 모란무늬 단 이구(1931-2005) 왕자 사규삼72) 국립고궁박물관 사실-A

65 1920년대 모란무늬 단
완순군(完順君, 1855-1922) 집안

당의73)
경운박물관 소장 사실-A

66 20C 전반 모란무늬 직금단 의대목록 표지74) 국립고궁박물관 사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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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유물사진 번호 유물사진 번호 유물사진 번호 유물사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표 2> 한국 직물에 나타난 모란무늬: 유물사진

사용된 경우도 보인다. 그 밖에 <유물 44>처럼 나비

를 중심에 배치하고 연꽃과 더불어 좌우대칭을 이루

는 7-8cm 정도의 원형의 단위무늬를 이루는 것, <유

물 48>처럼 절지형 모란을 복숭아꽃, 석류꽃, 수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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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유물사진 번호 유물사진 번호 유물사진 번호 유물사진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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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무늬와 석류, 여지, 감, 계원과 같은 과실무늬, 두

종류의 새무늬, 보배무늬를 함께 배열한 것, <유물

49>처럼 절지형 모란과 절지형 수국, 학과 불수감이

든 복숭아, 학과 보배무늬가 든 석류를 중심무늬로

하여 특경, 부채와 같은 보배무늬를 보조무늬로 배치

한 것, <유물 50>처럼 절지형 모란을 복숭아꽃, 산다

화, 보상화와 한 줄씩 번갈아 배열하고 사이사이에

보배무늬를 보조무늬로 넣은 것 등이 있다.

19세기에서 20세기의 유물은 16점이다. 19세기 후

반부터 모란무늬는 다시 직물무늬의 중요한 모티브

로 애용되었는데, 특히 20세기에는 <유물 51, 52, 56,

57, 58, 59, 62, 63, 64, 65, 66>처럼 절지형 모란을 실

제와 유사하게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동시에 단

위무늬의 크기도 실제 모란의 크기에 가깝게 크게

표현하고 단위무늬의 사이의 여백을 많이 준 구성양

식이 많이 보인다. 이러한 구성양식은 19세기 말, 20

세기 초에 직조 전에 실제 꽃의 길이와 크기를 측정

하고 그에 따라 꽃무늬를 직조한 모본단(模本緞)이

나 대화단(大花緞)이 유행하였던75)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 밖에 <유물 54, 60>처럼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의 사군자무늬와 함께 사용된 것, <유물

53, 55>처럼 연꽃, 문자 등과 함께 큰 원형의 단위무

늬를 구성하는 것, <유물 61>처럼 모란의 형태는 매

우 작고 단순하나 봉황, 앵무새, 꾀꼬리, 연꽃, 국화,

난초, 동백, 복숭아꽃 등 다양한 무늬들과 어우러져

짜임새 있고 화려한 분위기를 나타낸다.

Ⅲ. 표현방법에 따른 모란무늬의 유형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직물 66점에 나타난 71종

의 모란무늬를 표현방법에 따라 사실형과 도안형, 추

상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사실형은 실제

모란에 근접하게 매우 세밀하고 충실하게 묘사한 유

형이다. 사실형은 꽃잎의 모양, 꽃잎이 중첩된 정도,

꽃송이의 모양, 꽃술의 형태, 잎사귀의 모양 등의 조

형 특징에 따라 다시 9가지 유형으로 세분하였다. 도

안형은 모란의 외형 특징을 실제보다 단순하게 도안

화한 유형이다. 도안형은 꽃잎의 모양, 꽃잎의 수, 꽃

송이의 모양, 잎사귀 모양 등의 조형 특징에 따라 다

시 6가지 유형으로 세분하였다. 추상형은 실제 모란

의 생김새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정도로 매우 단

순화하여 꽃잎과 잎사귀의 기본적인 특징만을 최소

한으로 표현한 유형이다.

1. 사실형
사실형은 본 연구의 대상인 66점 71종의 유물들

중 44점 49종으로 전체의 69.0%를 차지하였다. 16세

기 이전의 유물 5점 5종 중에는 1점 1종만이 사실형

인 것에 비해, 모란무늬가 매우 유행한 17세기의 38

점 43종의 유물 중에는 29점 34종이 사실형이다. 또

18세기의 유물 7점 7종 중에는 3점 3종이 사실형이

며, 모란무늬가 다시 애용되었던 19-20세기의 유물

16점 16종 중에는 11종 11점이 사실형이다. 이를 통

해 볼 때 모란무늬가 매우 유행하였던 17세기와

19-20세기에는 특히 사실형 모란무늬가 애용되었음

을 알 수 있다.

한국 직물에 나타난 사실형 모란무늬는 <표 3>처

럼 A형, B형, C형, D형, E형, G형, I형, L형, M형의

9가지 유형으로 세분할 수 있다.76)

A형은 모란을 실물에 근접하도록 세밀하게 묘사

하고 꽃잎이 중첩된 정도도 실물과 유사하도록 풍성

하게 표현하였다. 잎사귀도 충실하게 묘사해 마치 그

림처럼 사생풍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A형은 44점

49종의 사실형 모란무늬 중에서도 12점 12종(25.0%)

으로 가장 많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 직물의 모란무

늬에서 사실A형이 2종(4.8%)77)뿐이었던 것과 대조

적이다.

B형은 모란을 세밀하게 묘사하되 꽃잎을 마치 포

도송이처럼 쌓아 풍성함을 과장되게 표현하였다. 잎

사귀는 <유물 62>처럼 실물에 가깝게 묘사한 것뿐만

아니라 <유물 36, 57, 66>처럼 단순화한 것, <유물

63>처럼 곡선이 강조된 보상화풍인 것이 있다. 44점

49종의 사실형 중 B형은 5점 5종(10.0%)인데, 17세

기와 19세기에 1점씩이 보이며 3점 3종이 20세기의

것이다.

한국의 경우 전술한 것처럼 사생풍의 자연스러운

사실A형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 비해, 중국에서는

42점의 사실형 중 과장된 느낌을 주는 사실B형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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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78) 사실형 모란무늬일지라도

선호하는 유형에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C형은 꽃잎의 모양, 꽃잎이 중첩된 정도는 실물과

유사하게 묘사하고, 꽃송이 중앙에 몇 개의 점들로

구성된 꽃술을 표현하여 활짝 다 핀 형태를 강조하

는 동시에 장식적인 느낌을 더하였다. 잎사귀는 표면

과 함께 이면을 묘사하여 마치 바람에 나부껴 움직

이는 것처럼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44점 49종의 사

실형 중 C형은 4점 5종(10.0%)인데, 3점 4종은 17세

기의 것이고 1종 1점은 20세기의 것이다.

D형은 꽃잎이 여러 겹 중첩되어 풍성한 느낌을 주

며, 꽃 중앙에 끝이 말려들어간 영지형 꽃잎이 들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44점 49종의 사실형 중 D형은

단 2점 2종(4.0%)뿐이다. 이 유형은 꽃 중앙에 장수

를 뜻하는 영지형 꽃잎을 넣음으로써 모란이 상징하

는 부귀와 번영, 아름다움에 장수라는 길상의 의미를

더한 것으로 중국에서는 명대에 유행하였으나79), 한

국 직물에서는 2점 2종만 나타난다. 그 예를 보면

<유물 48>은 인조의 셋째 아들 인평대군의 손자 의

원군(義原君) 이혁(李爀)의 부인 안동 권씨(1664∼

1722년)의 치마옷감이므로, 무덤주인이 종친 집안임

을 고려하면 당시 중국에서 유행하던 옷감이 상류층

에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한편 <유

물 49>처럼 꽃송이 중앙에 영지형 꽃잎과 꽃술이 함

께 표현된 형태도 나타난다.

E형은 꽃송이가 ∪자 모양을 이루며, 좌우대칭인

경우가 많다. ∪자 중앙부분에는 꽃술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 <유물 37>은 꽃송이의 끝이

붙어있지만 전체 모양이 ∪자처럼 대칭을 이루어 E

형으로 분류하였다. 잎사귀는 세 갈래로 갈라진 형태

이며, 유물에 따라 실물에 가깝게 충실하게 묘사하기

도 하고 외곽선과 잎맥을 간략하게 표현하기도 하였

다. 44점 49종의 사실형 중 E형은 8점 8종(16.0%)인

데, 그 중의 7점 7종이 17세기의 유물이다.

G형은 꽃잎 속의 맥을 가는 선으로 표현하여 강

조함으로써 마치 꽃잎 표면에 주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잎사귀는 세 가닥으로 갈라진 일반적인 모

양과 보상화풍을 섞어 배치하였다. 이 유형은 1점 1

종뿐이지만 중국에서도 역시 2점이 나타나며, 중국의

경우 보상화풍의 잎사귀가 말려 감기는 듯한 곡선으

로 표현하였다.

I형은 모란무늬를 구성하는 꽃송이와 가지, 잎사귀

전체가 좌우 또는 상하대칭을 이룬다. <유물 13, 17,

32>처럼 꽃술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곡선이 중앙

에서부터 밖으로 나비의 더듬이처럼 길게 뻗어 나와

꽃송이 주위의 곡선형 가지와 조화를 이루는 경우도

있다. 특히 <유물 13>의 경우는 모란 사이사이에 더

듬이가 강조된 나비를 배치함으로써 모란의 곡선들

과 어우러진 모습이 흥미롭다. 잎사귀는 대체로 세

네댓 가닥으로 표현되었으며 외곽선과 잎맥을 간략

하게 표현하였다. 44점 49종의 사실형 중 I형은 6점

6종(12.0%)인데, 모두 17세기의 유물이다.

꽃송이와 가지, 잎사귀 전체가 완전하게 좌우 또

는 상하대칭되는 I형과는 조금 다르게 <유물 41>처럼

꽃송이만 좌우대칭인 경우도 1점 1종 나타나 이를 L

형으로 구분하였다. 꽃송이 중앙에는 꽃술이 점모양

으로 표현되었고, 잎사귀는 세 갈래의 형태적인 특징

만 단순하게 표현하였다.

M형은 꽃잎이 모여 있는 안쪽과 펼쳐진 바깥쪽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으며, 두 부분 사이에서 꽃술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곡선이 뻗어 나온 것이 특징이

다. 줄기는 원형에 가까운 곡선을 그리며 덩굴처럼

표현되었고, 실물에 가깝게 묘사된 잎사귀는 넝쿨형

줄기를 따라 율동감 있게 표현되었다. 이 유형에서는

모란의 중심 꽃술부분을 약간 다르게 표현한 두 가지

형태를 번갈아 배치하기도 하였다. 44점 49종의 사실

형 중 M형은 6점 9종(19.0%)인데, 1점 1종은 16세기

이전의 것이고, 나머지 5점 8종은 17세기의 유물이다.

특히 한 직물에 두 가지 유형의 모란무늬가 있는 5점

(유물 11, 15, 16, 22, 29)의 유물 중 3점(유물 11, 15,

29)이 이 유형에 속한다. 또한 이 유형이 한국의 직

물에서는 사실A형(12점 12종)과 사실E형(8점 8종)

다음으로 많지만 중국의 직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워

한국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중국 직물에 나타나는 모란무늬의

유형들과80) 비교해 보면, 꽃송이만 좌우대칭인 L형

과 꽃송이가 안과 밖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고 그 사

이에서 꽃술로 보이는 곡선이 뻗어나온 M형은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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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유물 일러스트
유물

점수

A
06(17C) 12(17C) 16-1(17C) 19(17C) 20(17C) 27(17C)

51(19C) 52(19-20C) 54(19-20C) 60(20C) 64(20C) 65(20C)

12점

12종

(25.0%)

B

36(17C) 57(19C) 62(20C) 63(20C) 66(20C)

5점 5종

(10.0%)

C

10(17C) 14(17C) 22-1(17C) 22-2(17C) 59(20C)

4점 5종

(10.0%)

D

48(18C) 49(18C)

2점 2종

(4.0%)

E
07(17C) 09(17C) 25(17C) 30(17C)

28(17C) 37(17C) 43(17C) 46(18C)

8점 8종

(16.0%)

<표 3> 표현방법에 따른 분류: 사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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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유물 일러스트
유물

점수

G

26(17C)

1점 1종

(2.0%)

I

13(17C) 17(17C) 32(17C) 35(17C) 39(17C) 41(17C)

6점 6종

(12.0%)

L

40(17C)

1점 1종

(2.0%)

M
04(16C) 08(17C) 11-1(17C) 11-2(17C) 15-1(17C)

15-2(17C) 16-2(17C) 29-1(17C) 29-2(17C)

6점 9종

(19.0%)

합계

44점

49종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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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물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유형이다. 반면 중국에서

나타나는 크고 넓은 꽃잎의 외곽선을 단순한 곡선으

로 굵게 표현함으로써 활짝 핀 형태를 강조한 F형과

꽃잎의 외곽선을 구불구불하게 강한 곡선으로 강조

한 H형, 꽃잎이 중앙으로 동그랗게 모인 안쪽과 사

방으로 펼쳐진 바깥쪽 두 부분으로 구성된 J형, 꽃송

이의 정면을 표현한 K형의 4가지 유형은 한국 직물

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역사적으

로 한국과 중국 양국에서 애용된 모란무늬일지라도

선호하는 형태에는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

며, 민족 간의 서로 다른 미의식과 조형감각을 느낄

수 있다.

2. 도안형
도안형은 본 연구의 대상인 66점 71종의 유물들

중 19점 19종으로 전체의 26.8%를 차지하였다. 16세

기 이전의 유물 5점 중에는 도안형이 3점이었으나,

모란무늬가 매우 유행한 17세기의 39점 45종의 유물

중에도 8점 8종만이 도안형으로 유물수가 매우 증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안형은 크게 늘지 않고 유물

수 대비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또 18세기의 유

물 7점 7종 중에는 3점 3종이 도안형으로 사실형과

도안형의 비중이 비교적 유사하였다. 이후 모란무늬

가 다시 증가하는 19세기에서 20세기는 유물 16점

16종 중에는 도안형이 5점 5점인데, 17세기와 마찬가

지로 사실형이 매우 증가한 것에 비해 도안형은 크

게 늘지 않고 18세기와 거의 유사한 정도에 그쳤다.

한국 직물에 나타난 도안형 모란무늬는 <표 4>처럼

A형부터 F형까지 6가지 유형으로 세분할 수 있다.

A형은 10여개의 큰 꽃잎이 중첩되는 등 도안형

중에서는 실제 모란과 가장 유사하지만 사실A형보다

훨씬 묘사를 줄여 단순화, 도안화하였다. 잎사귀도

세 갈래 또는 네댓 갈래로 갈라지는 외곽선과 잎맥

의 특징을 단순하게 표현하였다. 19점 19종의 도안형

중 A형은 6점 6종(31.6%)으로, 도안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5점 5종은 17세기의 것이며,

19-20세기의 것이 1점 1종이다.

B형은 A형보다 더 도안화하여 크고 단순화된 6-8

개의 정도의 꽃잎으로 모란을 특징을 매우 간략하게

표현하였다. 잎사귀도 외곽선과 잎맥만을 매우 단순

화하였다. 19점 19종의 도안형 중 B형은 3점 3종

(15.8%)인데, 16세기 이전의 것이 1점, 19-20세기의

것이 2점이다.

C형은 10여개의 작은 꽃잎 사이사이에 간격을 두

어 꽃잎을 낱낱이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잎사귀는 세

갈래로 갈라진 외곽선과 잎맥을 매우 단순화하였다.

19점 19종의 도안형 중 C형은 3점 3종(15.8%)으로,

17세기의 것이 1점, 20세기의 것이 각각 1점이다. 중

국에서는 25점의 도안형 중 C형이 11점으로(44%) 도

안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81) 유형이었으나 한국

에서는 3점 3종뿐이어서 도안형 모란무늬일지라도 내

에서도 선호한 유형이 서로 달랐음을 알 수 있다.

D형은 측면형인 다른 유형들과는 달리 꽃송이의

정면을 표현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꽃잎의 외곽

선을 파상곡선으로 표현하고, 작은 꽃잎들을 중첩시

켜 풍성함을 중점적으로 묘사하였다. 한국의 경우 19

점 19종의 도안형 중 D형은 1점 1종(5.3%)뿐이지만

중국의 송대와 청대의 유물들에서도 이러한 유형이

4점 나타난다.82)

E형은 측면형의 모란 꽃송이가 삼각형을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꽃잎의 외곽선을 둔탁한 곡선으로 표

현하여 모란의 특징을 나타내고, 잎사귀도 세 갈래로

갈라진 외곽선과 잎맥 정도로 극히 단순화하였다. 19

점 19종의 도안형 중 E형은 5점 5종(26.2%)인데, 16

세기 이전과 18세기의 것이 각각 2점이며, 17세기의

것이 1점이다.

F형은 사실G형처럼 꽃잎 속의 맥을 선으로 표현

하여 강조함으로써 마치 꽃잎 표면에 주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나 사실형보다 훨씬 단순하게 표현하

였다. C자형 곡선 넝쿨이 꽃송이를 감싸고 네댓 가닥

으로 갈라진 잎사귀가 넝쿨에 달렸다. 19점 19종의

도안형 중 F형은 17세기의 유물 1점만이 있다.

이러한 결과를 중국 직물에 나타나는 모란무늬의

유형들과 비교해 보면, 도안형 중에서는 실제 모란과

가장 유사하지만 사실A형보다 훨씬 묘사를 줄여 단

순화, 도안화한 A형과 작은 꽃잎을 낱낱이 표현한 C

형, 꽃송이의 정면을 표현한 D형은 중국 모란무늬에

서도 나타나는 유형이며83), 측면형의 꽃송이가 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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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유물 일러스트
유물

점수

A

21(17C) 23(17C) 31(17C) 33(17C) 38(17C) 53(19-20C)

6점 6종

(31.6%)

B

01(조선전기) 55(19-20C) 58(20C)

3점 3종

(15.8%)

C

24(17C) 50(18C) 61(20C)

3점 3종

(15.8%)

D

56(19-20C)

1점 1종

(5.3%)

E

02(조선전기) 03(조선전기) 42(17C) 44(18C) 45(18C)

5점 5종

(26.2%)

F

18(17C)

1점 1종

(5.3%)

합계

19점

19종

(100%)

<표 4> 표현방법에 따른 분류: 도안형



服飾 第62卷 7號

- 26 -

유형 유물 일러스트
유물

점수

추상

05(16C) 34(17C) 47(18C)

3점 3종

(100%)

<표 5> 표현방법에 따른 분류: 추상형

형을 이루는 E형과 꽃잎 속의 맥을 선으로 표현하여

강조한 F형은 중국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유형이다.

3. 추상형
추상형은 본 연구의 대상인 66점 71종의 유물들

중 <표 5>처럼 3점 3종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하였

다. 실제 모란의 생김새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정

도로 매우 단순화한 추상형은 모란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인 꽃잎 외곽선의 결각과 세 갈래로 갈라진 잎

사귀의 형태를 약하게 표현하였다. 중국의 경우 당시

에 유행하였던 보상화풍 즉, 곡선의 넝쿨과 팔메트형

잎사귀를 함께 조합한 보상화형과 꽃송이를 원형 또

는 사각형, 마름모형으로 표현한 기하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으나84), 한국의 경우는 더 세분할 수 있는 특

징은 없다.

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한국 모란의 역사와 직물에 나타난

모란무늬의 특징을 고찰하였으며, 66점의 직물에 직

조로 표현된 71종의 모란무늬를 표현방법에 따라 분

류하고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인 66점의 중에서 38점

(57.6%)이 무덤 주인의 사망시기를 기준으로 볼 때

17세기의 유물이어서 모란무늬는 16세기 후반 무렵

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해 17세기에 애용된

무늬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시기별로 유행한 모란무늬가 조금씩 다른

경향을 보인다. 유물수가 가장 많은 17세기에는 모란

꽃송이를 넝쿨과 함께 구성하거나 모란과 다른 세

종류의 꽃, 즉 네 종류의 꽃을 번갈아 배치한 두 가

지 구성양식의 모란무늬가 특히 애용되었다. 이에 비

해 18세기에는 유물수는 적지만 각각의 유물마다 서

로 다른 구성양식의 모란무늬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

이다. 또 19-20세기에는 절지형 모란을 실제와 유사

하게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동시에 단위무늬의 크기

도 실제 모란에 가깝게 표현하고 단위무늬의 사이의

여백을 많이 준 구성양식이 많이 나타난다.

셋째, 66점 71종의 모란무늬는 표현방법에 따라

크게 사실형과 도안형, 추상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중 사실형이 44점 49종(69.0%), 도안형이 19점

19종(26.8%), 추상형이 3점 3종(4.2%)으로 사실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모란무늬가 매우 애

용되어 유물의 수가 월등히 많은 17세기와 19-20세

기의 경우, 16세기 이전과 18세기에 비해 도안형이나

추상형보다는 사실형 모란무늬가 매우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향을 볼 때 당시 한국 직물에서 모란무늬

가 애용되었던 중요한 이유는 사실적이며 아름다운

모란의 생김새로부터 기인한 것이었음 알 수 있다.

넷째, 한국 직물에 나타나는 사실형은 9가지 유형

으로 세분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실제 모란에 근

접하도록 세밀하게 묘사한 사실A형이 12점 12종으로

가장 많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 직물의 경우 모란 꽃

잎을 포도송이처럼 쌓아 실제 모란보다 과장되게 묘

사한 사실B형이 가장 많은 것과 대조적인 경향이다.

따라서 한국은 자연스럽고 사실적인 모란무늬를, 중

국은 다소 과장된 모란무늬를 선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한국 직물에 나타나는 도안형은 6가지 유

형으로 세분할 수 있는데, 도안형 중에서는 가장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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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모란과 유사하지만 사실A형보다 훨씬 묘사를 줄

여 단순화, 도안화한 도안A형이 6점 6종으로 가장

많았다. 이 역시 중국의 경우 꽃잎을 낱낱이 표현한

도안C형이 가장 애용되었던 것과는 상이한 경향이다.

다섯째, 한국 직물에서는 꽃송이가 안과 밖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고 두 층 사이에서 꽃술로 보이는

곡선이 나비의 더듬이처럼 뻗어 나온 사실M형처럼

중국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유형도 6점 9종이나

나타나 한국 모란무늬의 조형 특성을 보여준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동아시아 직물에서

공통적으로 애용되었던 모란무늬일지라도 한국과 중

국에서 선호하는 유형에 차이가 나타나 서로 다른

미의식과 조형감각을 확인할 수 있다. 향후 모란무늬

외에도 한국 직물에 나타나는 다양한 종류의 전통무

늬들의 표현방법에 대한 조사, 분석하는 후속연구들

을 계속 진행하여 그 자료들을 축적함으로써 한국

전통직물 무늬의 조형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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