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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odernizations of traditional Saekdong by an-
alyzing the magazines from the 1955 to 1995. The application of Saekdong extended during the 
1950s. Before, Saekdong was only used for children; however, women were wearing it during 
this period. With the advancement of the fabric industry in the 1960s, a great popularity of 
Saekdong was witnessed and its application extended even further. During the 1970s, the 
Saekdong was applied in westernized clothes; however, the 1980s was a time of renaissance for 
Saekdong as the awakening of national identity movement began. The application of Saekdong in 
westernized clothes became more popular during the 1990s as the widespread of industrial de-
signing was inspired by the tradition. The functional aspect of Saekdong such as recycling the 
leftover fabrics decreased over the years whereas the decorative aspect increased. The form of 
Saekdong became more variant. The Saekdong was applied either as a part or whole of the 
clothes. With the development of the mechanically woven Saekdong, various widths and forms of 
Saekdong, not only vertical lines but also diagonal and wave lines, appeared. The colors also 
changed. During the 1990s, low chroma and gradation methods were applied. Gold and silver 
threads also were woven together. The motifs were created and gilts were printed on Saekdong. 

Key words: magazine(잡지), Obangsaek(五方色, 오방색), Saekdong(색동), 
traditional costume(전통복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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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본격적인 세계화의 진행으로 세계무대에서 경쟁력

을 갖추기 위하여 각국의 정체성을 반영한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이 화두이다. 특히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디자인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패션

계에서도 한국의 정체성을 담은 제품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색동은 한국 복식의 특

징을 나타내는 중요한 디자인 요소로 활용되어 왔다.

사실 색동은 우리나라의 고구려 고분벽화뿐 아니

라 동시대의 일본 다카마츠 고분[高松塚]벽화나 중

국의 아스타나 고분벽화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당시

동아시아 지역에서 널리 유행했던 것이었다.1) 현재까

지도 아시아의 여러 민족복식에 나타나고 있는 보편

적인 복식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형

태나 색채, 배색, 간격, 장식 등의 부분에서는 각 지

역이나 민족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의

색동도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다. 이처럼 색동은 보

편성과 특수성의 양면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적

으로 공감할 수 있는 패션상품 개발을 위한 복식 문

화원형으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 색동에 관한 연구는 1970년대 후반부터

역사, 형태와 색채 등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부터 상

징성과 관련한 색채관, 동아시아의 색동 비교 연구까

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2) 한국복식사 분야의 연구뿐

아니라 색동의 특징을 디자인적으로 응용하여 의상

또는 문화상품을 만드는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었

다.3) 그러나 대부분 연구대상이 조선시대의 전통적인

색동에 한정되어 있었다. 20세기 이후에도 색동이 크

게 유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연구는 미미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세기 후반에 나타난

색동의 변화를 살펴보고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20세기 후반에 나타난 색동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

하여 패션 잡지의 화보와 기사를 수집하였다. 잡지 여
원과 멋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잡지의 발

행연도에 따라 연구 대상 시기는 1955년부터 1995년

으로 한정하였다. 여원은 상업지로서 체계를 갖춘

최초의 여성잡지로서 195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계속

발행된 거의 유일한 잡지이다.
4)
또 1983년 창간된 잡

지 멋은 최초의 패션 교양지로서 대부분 컬러로

구성되어 있어 색동의 형태와 특성을 파악하기 용이

한 잡지이다. 이러한 여원과 멋에서 명확하게 판
독할 수 있는 색동 수록 화보를 각각 277장, 75장을

선별하여 총 352장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Ⅱ. 전통 색동에 대한 일반적 고찰
1. 전통 색동의 개념
국어사전에 따르면 색동은 여러 색의 옷감을 잇대

거나 여러 색으로 염색하여 만든, 아이들의 저고리나

두루마기의 소맷감이라고 한다.5) ‘동’이라는 단어에는

‘사물과 사물을 잇다.’ 또는 ‘덧붙이다’라는 의미가 포

함되어 있으며, 색동에 사용된 ‘동’은 저고리 소매에

이어 대는 천 조각을 가리킨다.6) 또 색동이란 ‘색을

동 달았다’는 것이라고 하는데 동이란 한 칸을 말하

며 한 가지 색이든 오방색(五方色)이든 모두 색동으

로 본다.7) 이렇듯 제작 방법이나 개수에 상관없이 여

러 색을 모아 놓은 것을 색동이라고 부른 것으로 여

겨진다.

조선시대에는 일상복에서 색동이 사용된 것은 대

부분 아동복이었으며 일제강점기에 방정환이 창설한

어린이를 위한 모임의 명칭이 ‘색동회’라는 점에서도8)

색동이 아동을 상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른

이 색동을 착용한 경우는 일상복보다는 의례복인 원

삼과 활옷, 무용복과 무복(巫服) 등의 특수한 의복에

서 찾아볼 수 있다.

2. 전통 색동의 특징
여러 색을 모아 놓은 색동을 만드는 방법은 조각

의 천을 잇거나 직조를 하는 것이다. 직조로 색동을

만드는 방법은 경사에 여러 가지 다른 색의 실을 차

례로 나열하고 위사로는 같은 색의 실을 사용하여

세로줄 무늬를 만든다. 조선시대 유물에서 색동 직물

을 확인할 수 있으나
9)
직물로 된 색동의 사례는 그

다지 많지 않다. 색동의 대부분은 천 조각을 바느질

로 이어 만들었다. 별다른 기법 없이 수공(手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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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색동저고리

- 담인복식미술관 개관기념도록,

p. 168.

<그림 2> 까치두루마기

- 국립민속박물관,

p. 154.

<그림 3> 민간 활옷

- 복식류명품도록,

p. 70.

<그림 4> 석동박이

- 한국 전통 어린이복식, p. 81.

<그림 5> 자수색동저고리

- 담인복식미술관 개관기념도록, p. 168.

의한 것이므로 직조에 비하여 간단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천을 이어서 색동을 만드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근대 이전에는 의료의 경제적인 가치가 높게

평가되었기 때문에 한 조각의 천이라도 재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색동이 주로

성인복보다는 아동복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에도 추측

할 수 있다. 또, 절에서 양육하는 아이를 여염의 아

이와 차이를 두기 위해 색동을 입혔다고도 하는데

이는 의복의 검박함을 강조하는 종교관에 따른 것으

로 여겨진다.

조선시대 사대부가의 아동복에서도 색동이 사용되

었으며
10)
국말의 궁중 발기에 나타난 기록이나 영

친왕의 왕자인 이구[李玖, 1931-2005]의 복식유물에

서도 색동을 확인할 수 있다.11) 이렇듯 상류층 아동

복식에서도 색동이 사용된 것을 볼 때 천조각의 재

활용뿐 아니라 여러 가지 색을 배색하면서 나타나는

장식적인 기능도 중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12)
이나 <그림 2>

13)
와 같이 주로 저고리나 두루마기

등의 소매 부분에 사용되었었다.

한편 성인의복에서는 조선 후기 여성의 대표적 예

복인 원삼과 활옷의 소매 끝 부분에서 색동을 확인

할 수 있다. 궁중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사용되었는데

<그림 3>
1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간 원삼이나 활옷

에서는 색동 부분이 넓은 것이 특징이다. 금박으로

화려하게 장식하는 궁중의복과 달리 여러 색의 색동

을 넓게 사용하여 화려하게 보이고자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 궁중의 무용을 위한 여령(女伶)의 한

삼(汗衫) 중에서도 색동을 사용한 것을 오색한삼이

라고 하였다.
15)
한편 색동은 무당(巫堂)이 착용하는

무복(巫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굿을 할 때 굿거

리의 내용에 따라 의복이 정해지는데, 이때 나타나는

색동과 오색 깃발들은 신과 교통하는 주력의 상징으

로서16) 화려하게 장식하여 시선을 모으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색동의 사용은 주로 소매의 어깨 부분부터 소매

끝까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그림 4>17)에서와 같이 어깨 일부분에만 장식하기도

했는데 이를 석동박이라고 한다. 또, 궁중의 원삼이

나 활옷에서는 소매 끝 부분에만 사용하였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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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여원에 나타난 색동 화보 변화색동은 자체로도 화려한 것이었으나 <그림 5>
18)
와

같이 색동 조각 위에 자수를 더하거나 깃이나 섶에

여러 색의 잣물림을 함께 하여 장식성을 배가하기도

했다.

또, 색동은 여러 색을 모았다는 점에서 특히 색상

과 배열이 중요하다. 색동에 사용된 색을 한국의 철

학사상인 음양오행을 색채에 접목시킨 오방색(五方

色)과 연관지어 보는 의견도 있다.19) 그러나 조선시

대 의복에 사용되었던 색동은 오방색 중 흑(黑)색을

제외한 적(赤)․청(靑)․황(黃)․백(白)색 계열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분홍색이나 자주색, 옥색 등도 함

께 사용되었기 때문에 오방색과 다소 차이가 있다.

또, 한국 색동은 7-11개 정도의 다양한 색으로 구성

하는 것이 특징이다.20)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볼

때 전통색동에 나타나는 색을 철학적인 색관념인 오

방색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

다. 색동의 색을 오방색 특히 오정색(五正色)으로 단

정하기보다는 한 가지 계열로 쏠리지 않고 여러 계

열의 색을 고르게 사용하는 배색적인 특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Ⅲ. 20세기 후반(1955-1995)의
색동 분석

1. 시대별 색동의 변화
잡지 여원과 멋에 나타난 색동 사진과 기사를

분석하여 시대별 색동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잡지

멋은 1983년부터 발행이 시작되었으므로 아래 통

계에는 제외하고 여원의 사진 총 277장을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1955-65년에는 총계 20건 미

만이었던 것이 1966-75년에는 30건 이상으로 나타났

다. 1976-80년에는 다소 사용이 위축되었다가 다시

증가세로 변화되었으며, 1986-95년에는 폭발적으로

증가한 후 점차 사용이 줄어들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시기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제1기: 1955년-1965년

1950년대 중반부터 전후의 피폐함이 안정되면서

정부의 섬유공업 육성이 박차를 가하게 되었고, 이에

힘입어 염색 기술이 발전하였으며 다양한 색상의 섬

유가 개발되었다. 이에 따라 한복에서도 다양한 색을

사용하는 색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

된다.

당시 색동은 <그림 7>
2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로

아동복에서 나타났는데 색동의 형태나 사용 부분 등

이 전통적인 색동과 거의 유사하였다. 또한 <그림

8>
22)
처럼서 일부 성인 여성복에서도 색동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일상복이 아닌 드라마 의상이

었다. <그림 9>23)는 패션쇼에 등장한 의상으로 기사

에 따르면 ‘재래의 옷감만으로 된 치마저고리가 아니

고 전부 털실로 짠 것이다.’고 하여 전통 색동과 달

리 새롭게 제시된 것이었다.

2) 제2기: 1966년-1975년

1960년대에는 정부 주도로 섬유산업이 크게 발전

하면서 <그림 10>24)에서 보는 것처럼 직조에 의한

색동 직물이 인기를 끌었다. 성인 여성복에서도 색동

을 사용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는데 특히 <그

림 11>25)과 같이 저고리의 깃, 고름, 끝동과 곁마기에

색동을 사용하는 삼회장저고리가 유행하였다. 1960년

대 이후 한복이 일상복이 아닌 특별한 의례복으로

착용되면서 금박이나 자수 등으로 화려하게 장식하

는 경향26)이 나타났는데 삼회장에 색동을 사용하는

것도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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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 여원, 1961년 1월

<그림 8>

- 여원, 1958년 8월

<그림 9>

- 여원, 1958년 8월

<그림 10>

- 여원, 1968년 1월

<그림 11>

- 여원, 1968년 8월

<그림 12>

- 여원, 1967년 7월

<그림 13>

- 여원, 1967년 6월

한편 색동 유행은 의복뿐 아니라 <그림 12>27)와

같이 제품을 포장하는 종이나 침구, 가방 등의 여러

제품으로 확대되었다. 또 <그림 13>
28)
과 같이 현대적

인 패션디자인에도 색동이 활용되었는데 1960년대

이후 시도되었던 서양복에 한복의 요소를 도입하는

방안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3) 제3기: 1976년-1985년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색동의 사용이 다소 감소

하였다. 이는 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를 지나면서 의

복뿐 아니라 가방이나 기타 제품에까지 색동이 널리

사용될 만큼 크게 유행하면서 70년대 후반에는 다소

식상해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후 1980년을 전후로 색동의 사용이 급격하게 늘

어났는데 기존에 유행하였던 직물로 된 색동뿐 아니

라 <그림 14>
29)
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전통적인 색동

형태가 다수 나타났다. 잡지 사진으로 정확한 판독은

어렵지만 천 조각을 바느질로 이어 붙여 만든 것으

로 판단된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 아시안게임과 올림

픽 등의 국제행사 유치로 급속히 국제화의 물결을

타면서 민족의 고유성에 대한 자각이 이루어졌고 전

통적인 색동을 선호하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4) 제4기: 1986년-1995년

1980년대 중반 이후 잡지에서 색동의 빈도는 다소

줄어들긴 하였으나 색동에 관한 관심은 계속 이어졌

다. 문화계 전반에 걸쳐 전통의 재창조 작업이 시도

되면서 한복뿐 아니라 <그림 15>
30)
에서 보는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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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 여원, 1979년 9월

<그림 15>

- 멋, 1987년 4월

<그림 16>

- 멋, 1992년 2월

<그림 17>

- 여원, 1994년 2월

같이 생활한복에서도 색동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잡지에서는 색동이 등장하

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었다. 대체로 색동은 아동복에

서 찾아 볼 수 있었으며, <그림 16>31)에서와 같이 전

통적인 양식으로 나타났다. 성인 여성복에서도 <그림

17>32)에서와 같이 전통적인 형태를 보였다. 이는 당

시 한복 유행이 전통으로 회귀하면서 나타난 현상으

로 여겨진다.

2. 색동의 특징
1) 구성

(1) 전체

전통적으로 색동은 소매나 한삼 등에 부분적으로

사용되었으나, 1970-80년대에는 의복 전체에 색동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표 2-1>33)의 반두루마기, <표

2-2>34)의 배자, <표 2-3>35)의 치마 등 다양한 아이템

에 색동이 적용되었다. 또, 일반적인 색동에서 보이

는 세로선 뿐 아니라 <표 2-4>와36) 같이 색동의 간

격을 넓게 하여 산(山)자를 반복하는 형태도 있었다.

(2) 부분

색동은 의복 전체에 사용되기보다는 대체로 특정

부위에 부분적으로 활용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는 소매뿐 아니라 깃, 고름, 곁마기, 끝동 등 저

고리에 주로 사용되었으며 치마에도 사용되었다.

① 깃, 고름, 곁마기, 끝동

<표 2-5>
37)
와 같이 깃, 고름, 곁마기, 끝동에 색동

직물을 사용하는 삼회장 형식이 있었다. 곁마기에는

색동을 쓰지 않고 고름과 끝동에 색동을 사용하거나

고름만 색동으로 하는 반회장도 있었다. 이는 전통색

동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으로 직물로 된 색동이 제

작되면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② 소매

전통적인 색동과 유사한 형태로 <표 2-6>38)과 같

이 어깨부터 수구까지 소매 부분에 색동이 사용되었

다. 또, 전통적으로 어깨에 3-4줄의 색동을 넣은 석

동박이는 주로 아동복에서 사용되는 것이었는데 <표

2-7>
39)
과 같이 성인 여성복에서도 나타났다. 한편

<표 2-8>40)처럼 어깨의 석동박이와 유사하게 소매

끝 부분에도 세 줄로 색동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③ 치마

조선시대에 색동을 주로 상의에 사용한 것과 달리,

20세기 후반에는 색동 사용이 치마에까지 확장되었

다. 치마에 나타난 색동은 주로 치마단 부분에 스란

치마와 같이 사용하는 것이었는데 <표 2-9>41)와 같

이 치마 끝단에 세로로 색동을 사용한 것뿐 아니라

<표 2-10>42)과 같이 가로로 색동을 넣기도 하였다.

또 <표 2-11>43)과 같이 사선을 활용한 산(山)자 형

이나 <표 2-12>
4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곡선형 등으

로 다양하게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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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체

<표 2-1> <표 2-2> <표 2-3> <표 2-4>

반두루마기 배자 치마 치마

- 신여원, 1974년 1월 - 여원, 1982년 1월 - 멋, 1985년 5월 - 여원, 1975년, 5월

저

고

리

부

분

<표 2-5> <표 2-6> <표 2-7> <표 2-8>

삼회장 소매전체 어깨 소매끝

- 여원, 1968년 1월 - 여원, 1975년 1월 - 신여원, 1974년 1월 - 여원, 1986년 12월

치

마

부

분

<표 2-9> <표 2-10> <표 2-11> <표 2-12>

세로 직선 가로 직선 산(山) 자형 곡선형

- 여원, 1974년 12월 - 여원, 1975년 5월 - 여원, 1989년 12월 - 여원, 1983년 1월

<표 2> 색동의 구성

2) 형태

전통적으로 색동은 세로로 긴 직사각형의 조각을

모아 만든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20세기 후반에는 색

동직물이 유행하면서 <표 3-1>45)과 같이 좁은 줄무

늬에 가까운 형태도 나타났다. 한편 결에 따라 세로

로 색동을 잇는 전통적인 방법과 달리 <표 3-2>
46)
처

럼 수평으로 색동을 이은 형태도 있었다. 치마 아랫

부분에 스란형태로 넓게 붙이기도 했고, 부분적으로

좁게 사용하기도 하였다.

직선을 활용한 형태 외에도 사선과 곡선 등의 다

양한 형태가 나타났다. <표 3-3>47)과 같이 색동을 사

선으로 배열하면서 간격이 배래로 갈수록 점점 넓어

지는 형태도 있고, <표 3-4>
48)
의 소매에서와 같이 곡

선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3) 색채

연구대상이 된 잡지 사진 중 색을 구별할 수 있는

컬러 자료 116장을 범주화한 결과 고채도 그룹, 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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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색동의 색채 변화

<표 3-1> <표 3-2> <표 3-3> <표 3-4>

수직선형 수평선형 사선형 곡선형

- 신여원, 1974년 1월 - 여원, 1994년 2월 - 여원, 1984년 11월 - 여원, 1977년 12월

<표 3> 색동의 형태

<표 5-1> <표 5-2> <표 5-3> <표 5-4> <표 5-5>

고채도 저채도 무지개 배색 그라데이션 배색

- 멋, 1984년 10월 - 멋, 1985년 6월 - 멋, 1989년 9월 - 멋, 1984년 9월 - 여원, 1983년 7월

<표 5> 색동의 색채

도 그룹으로 나눌 수 있었다. 시기별로 색상의 유행

경향이 나타났는데 결과는 아래 <표 4>와 같다.

선명한 원색조의 고채도 그룹은 1960년대 이후 80

년대까지 가장 폭넓게 나타났다. <표 5-1>49)은 1980

년대 성인 여성이 착용한 색동저고리로 이러한 형식

은 전통적으로는 주로 아동복에서 나타나는 것이었

으나 20세기 후반에는 성인복에 까지 폭넓게 사용되

었다. 한편 <표 5-2>
50)
에서와 같이 옅은 파스텔톤의

색상을 사용하여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하거나 <표

5-3>51)과 같이 차분히 가라앉은 톤의 색상을 활용하

기도 하였다. 1970-80년대에 장식적인 한복의 유행이

쇠퇴하고 전통적인 한복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경

향이 나타나면서 이러한 경향이 색동의 색채에도 반

영되어 천연염색에서 얻을 수 있는 저채도의 색동이

유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배색에서도 전통적인 색동과 다른 새로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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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 <표 7-2> <표 7-3>

은사를 섞어 직조 무늬를 넣어 직조 금박

- 여원, 1974년 1월 - 여원, 1986년 1월 - 여원, 1983년 12월

<표 7> 색동의 장식

향이 나타났다. <표 5-4>
52)
와 같이 무지개색인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 순의 배색이나

<표 5-5>53)와 같이 동일 색상군 내에서 색이 점차

진해지거나 옅어지는 그라데이션 배색이 등장하였다.

이는 전통적인 배색은 아니지만 현대에는 많이 접할

수 있는 배색이기 때문에 한복에 도입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4) 장식

연구의 대상이 된 자료 중에서 구체적인 장식기법

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총 65장을 대상으로 기법을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이 1950-60년대에는 직조

에 의한 장식이 주를 이루었으나 80년대에는 금박장

식이 두드러진 것을 알 수 있다.

<표 6> 색동 장식기법 변화

여러 색을 사용하는 색동 자체로도 상당히 화려한

것이었으나 직물로 된 색동이 크게 유행하면서 직조

와 함께 다른 장식요소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구체적

인 사례를 보면 <표 7-1>54)처럼 색동과 색동 사이에

은사를 넣거나 <표 7-2>55)와 같이 무늬를 넣어 직조

하기도 하였다. 또, 색동 위에 금박이나 은박을 찍기

도 했는데 <표 7-3>56)의 아동용 한복은 동마다 2줄

씩 금박을 찍어 화려함을 극대화하였다.

Ⅳ. 결론
색동은 여러 색을 잇대어 놓은 것으로서 천 조각

을 잇는 봉제나 직조로 만들 수 있다. 천을 재활용하

는 기능적인 목적뿐 아니라 아동을 위한 장식이나

기복적인 의미도 지녔다. 이는 성인의례복이나 무용

복, 무복(巫服)에서도 화려함이나 주술적인 신력의

상징으로 사용되는 등 심미적인 특징도 보이면서 조

선시대를 거쳐 지금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 20세기 후반 색동은 전통적인 색

동과 달리 다양하게 변화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아동 중심으로 사용되던 색동이 성인 여성에 까

지 확대되었으며 한복뿐 아니라 현대패션디자인과

사물에까지 폭넓게 사용되었다. 또 1950년대부터 60

년대까지 직물산업의 발달로 직물로 된 색동이 유행

하였으며 70년대 중반이후 색동은 점차 쇠퇴하였고,

70년대 후반부터 전통적인 색동이 재등장하였다. 80

년대 중반에는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등 전통문화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색동이 크게 유행하였으나

90년대를 지나면서 점차 사용이 줄어들었다. 이와 같

이 색동은 당시의 사회적 변화와 패션 유행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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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이에 따라 20세기 후반 동안 색동은 대중

적으로 인기를 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결

과를 미루어 볼 때 향후 색동을 위시한 전통복식 문

화콘텐츠를 활용한 패션제품 개발 시 한국의 고유한

특성뿐 아니라 시대에 따른 패션 트랜드에 부합하도

록 문화원형을 재해석한다면 문화원형의 단순 활용

에서 벗어날 것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면

전통 색동에 유행 컬러 트랜드를 반영하거나, 색동

제작에 있어서 현대적인 제직 기술이나 가공 기술과

의 접목도 가능할 것이다. 또 여러 색의 조합이나 색

동을 모으는 과정에서 기대되는 교육적인 측면을 활

용하는 등 색동에 구현되어 있는 다양한 의미를 활

용하는 방안도 모색될 수 있다.

20세기 후반 인쇄매체에 나타난 색동의 특징을 구

성, 형태, 배색 그리고 장식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특

징적으로 다양성과 장식성을 들 수 있다. 전통색동보

다 사용부위가 다양해져 의복 전체에 색동을 사용하

거나 부분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전통적으로 색

동이 사용된 소매뿐 아니라 치마에까지 사용되는 경

우도 있었다. 형태적인 측면에서는 색동직물이 유행

함에 따라 줄무늬에 가까운 형태가 나오는가 하면,

수직선이 대부분이었던 과거의 색동과 달리 사선과

곡선 등 다양한 선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색동

의 색상은 고채도의 배색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1990

년대에 들어 파스텔톤이나 다소 어두운 저채도의 배

색이 등장하는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한편 색동의

장식적인 특징이 강조되면서 직물을 만들 때 금은사

또는 무늬를 넣거나 색동 위에 금박을 찍어 화려함

을 극대화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잡지를 연구대상으로 하였기 때

문에 색동의 색상이나 직물, 장식기법 등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 없었다. 이는 인쇄매체를 통한 연구의 한

계점이며, 향후 실제 직물과 유물을 대상으로 색동의

색상이나 배색, 면적 등의 실증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한국 색동의 특성을 밝히는 후속 연구가 요구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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