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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Korean fashion designs became important items in Korea in the middle of the 1980s, and it 
has advanced into the world market in the early part of the 1990s. To achieve success in global 
fashion world, it is necessary to analyze Korean fashion design thoroughly and prepare strategies 
to develop designs with mainstream acceptance in the global fashion worl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and Korean beauties of Korean fashion designs. 
Fashion photos of Korean fashion designs from 2006 S/S to 2012 F/W were analyzed. 357 designs 
from 608 designs of 4 representative Korean designers were examined and design characteristics, 
expression styles were studied. The major conclus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 1. H Line, 
slim, fitted silhouette and loose look were applied. 2. 5 major traditional colors, red, blue, yellow, 
white and black colors were used. Brown color, neutral color, golden color and beige color of 
the textile material’s original color were used. Traditional textile materials like ramie fabric, satin 
and cotton, wool and metallic fabric were used. 3. Patterns of flower, traditional pattern and 
Korean letters were applied. Embroidery, patchwork and mother-of-pearl were decorated. 4. The 
three types of beauty were natural beauty, moderate beauty and decorative beauty. The types 
that were analyzed were realistic expression type, moderate expression type, image expression 
type and mixed expression type. To be accepted in global fashion world, Korean traditional de-
sign elements should be modified, broken down and reorganized so that Korean fashion design 
can be recre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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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대 사회가 정보화, 세계화됨에 따라 문화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생활양식과 규범이 획일화되는

범세계적인 국제화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자신의 전통과 고유문화를 유지 발전시

키려는 움직임이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이름하에 자

연발생적으로 진행되었고1), 서구사회에 있어서, 동양

에 대한 관심이 다양성을 표방하는 문화적 다원주의

영향 아래 가속화되었다. 그 결과 동양의 가치관과

생태학적 세계관, 서구가 바라보던 오리엔탈리즘의

시각 조정, 동양 문화의 특수성 등에 관한 논의가 활

발하게 전개되었다.2)

1980년대 이후의 패션은 서양문화의 모티프로 전

개되었던 패션테마의 흐름에서 비서양 지역, 특히 오

리엔탈 문화를 패션디자인의 모티프 대상으로 삼는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3) 특히 레트로 패션의

등장은 민속복식을 세계 패션의 주제로 부각시켰고

민속복식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서

양에서 볼 때 이국적인 느낌이 가장 강렬한 동양복

식이며, 이는 오리엔탈리즘으로 확립되었다.4)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후반부터 역사성과 지

역성에 가치를 부여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화적 전통을 확립하려는

자성적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었고5), 1980년대 중반

을 전후하여 한국의 전통을 주제로 한 디자인들이

우리의 주체성을 표현함과 동시에 한국적인 미에 대

한 관심을 환기시켰다.6) 아울러 1980년대 중반과

1990년대 초반에 일부 패션디자이너들의 해외진출로

한국적 미를 세계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21세기는 문화경쟁력의 시대로 자국의 문화를 디

자인에 적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2000

년대 들어 우리 정부에서도 우리 전통과 정체성이

담긴 문화를 기반으로 한 디자인 산업의 개발 및 육

성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패션산업육성 정책을 지

원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서울시, 산업자원부, 문화

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등과 민간조직 등을 통해 디

자이너 육성과 지원전략 추진을 통해 한국의 패션문

화 컨텐츠를 세계에 알리고 한국적인 미를 찾고자하

는 노력을 추진 중에 있다.7)

현재 한국적인 패션 디자인은 세계시장에서 중국

과 일본의 디자인에 비해 후발주자로서 우리만의 확

고한 이미지를 확실하게 구축하지 못한 실정이다.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 디자인이 국제경쟁력을 갖

추고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의 패션 디

자인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우

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한 독특하고 차별화

된 디자인 개발과 함께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국

제화된 감각이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에 한국 디자인이 세계시장에서 독창적이고 차

별화된 이미지를 확고히 하고 세계인이 수용할 수

있는 국제성을 갖춘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한

전략적인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한국적 패션 디자인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한국적

패션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8), 현대 한국 복식의 조

형미9), 특정 디자이너 작품 연구10), 전통복식과 한국

적 이미지 활용실태11), 미국, 일본의 의복 이미지와

디자인, 전통 미의식 비교12), 한국적 이미지를 응용

한 의상제작13) 등이 있다.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한국

적 패션 디자인의 외형적 특성과 복식미에 관한 분

석과 한국적 디자인 작품제작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한국적 패션 디자인이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나아가야할 방향 제시에 관한 연구는 김찬주, 장인우

등의 연구 이외에는 미비한 실정이다.

김찬주, 장인우는 “현대패션에서의 한국적 디자인

전개과정 분석과 세계화를 위한 제안”에서 독자적인

한국적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국전통

의상의 다양한 종류에 대한 관심과 의복의 내부적

비례감각 활용, 전통의복의 착장법 및 구성방법 적용

등을 제안하였다.

한국적 패션디자인은 2000년대에 들어와 다양한

주제를 활용하며 많은 발전을 하였다. 따라서 최근의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분석을 통하여 한국적 패션디

자인이 나아가야할 새로운 방향 제시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적 패션 디자인을 발표하는

대표적인 디자이너들의 디자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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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적 디자인 특성과 내재된 미의식을 고찰하고 한

국미의 표현유형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적 패션 디자

인이 세계시장에서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세계인에게

수용되기 위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한국적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한다.

한국적 패션 디자인을 통해 표현된 한국미를 분석

하기 위하여 연구의 방법으로 이론적인 연구와 실증

적인 연구를 병행하였다. 이론적인 연구로는 관련 전

문 서적과 선행연구, 인터넷 자료 등을 참고로 하여

한국미와 한국적 패션 디자인의 개념 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실증적인 연구로 패션정보 전문 인터넷

사이트의 시각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적인 패션

디자인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으로는 한국적

인 패션 디자인을 발표해 온 대표적인 디자이너인

이영희, 진태옥, 설윤형, 이상봉 등의 작품 중 2006년

S/S 시즌부터 2012년 F/W 시즌까지 발표된 디자인

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SFAA 홈페이지(http:

//sfaa.co.kr)와 스타일 닷컴(http://www.style.co.kr)

등에서 컬렉션 사진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이 가

능한 총 608 디자인 중 한국적인 패션 디자인으로

파악된 357 디자인을 분석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한국미의 개념
한국미, 즉 한국적 미에서 한국적 의 사전적 의

미는 한국에 관한 14), 한국에 알맞고 한국의 특징

을 보여주는 15) 등으로 되어 있으므로, 한국미란 한

국의 특징을 나타내는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적 미, 한국적 미의식에 대한 작업들이 본격

적으로 시작된 것은 1980년대로 볼 수 있는데, 1980

년대에 이르러 국학연구의 학풍이 고조되면서 미학,

미술사, 역사학, 음악 등의 분야에서 한국의 미학사

상, 한국인의 미의식 등의 문제에 관심을 돌리기 시

작한 것으로 보인다. 주로 미술, 음악, 건축, 복식 등

예술작품에 표출되고 있는 미적 특징을 통해 미의식

의 문제를 구하였다.

전통 예술에 표현된 한국적 미적 가치에 대해 1940

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제시된 여러 학자들의 견해

로 무기교의 기교, 자연성, 탈기교, 소박미, 조형의

평면성, 담백함, 익살, 해학미 등이 제시되었으며, 김

윤희는 이러한 견해를 정리하여 자연성, 순수성, 해

학성으로 분류하였다.16)

심수현 외17)는 한국적 미에 관한 선행연구를 정리

하여 자연의 미, 추상의 미, 해학의 미로 분류하였으

며, 음정선은 한국적 미의식에 관한 선행연구를 정리

하여 키워드를 질박, 담소, 여유, 소박, 자연스러운,

익살, 자유분방함, 종교심, 관습으로 추출하고, 담소/

질박, 즉흥의 자유분방함, 종교/관습, 해학/익살로 분

류하였다.18)

한국미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자연미,

순수미, 소박미, 자유분방미, 해학미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2. 한국적 패션 디자인
한국적 패션 디자인은 1980년대 중반을 전후로 한

국의 전통을 주제로 하여 발표되기 시작하여, 해외

진출 등으로 세계시장에 소개되었고 2000년대 이후

로 패션산업육성 정책 지원을 받기에 이르렀다.

1980년대에 발표된 디자인은 최세완, 김민자19)에

의하면 세부적인 부분보다는 전반적인 형태 구성의

사용이 많았고, 평면적인 카프탄형과 H 형의 윤곽선

으로 의복 전반에 흐르는 자연스럽고 유연한 선을

추구하였다. 색채는 백색과 무채색 조화가 두드러졌

으며 소재는 곱고 정교한 소재 중 투명한 모시의 사

용이 많았고 장식무늬는 인위적 모티프와 자연적 모

티프가 비슷하게 사용되었다. 디자이너 작품의 전반

에 흐르는 미의식은 자연주의적 미의식에 따른 순수

미를 추구하였으며, 이신우, 설윤형, 오은환, 진태옥,

박혜숙, 앙드레김, 지춘희 등이 한국의 전통미를 현

대 패션에 나타내고자 힘써왔다. 분석 결과 국제화

시대의 요구에 발맞추어 한국인의 한국적 패션 디자

인 감각이 아니라 세계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는 ‘보

편적 감각’으로 융화된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인경20)에 의하면, 1980년대의 한국적 디자인은

하이패션 디자이너 김동순, 박혜숙, 앙드레김, 오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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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우, 진태옥 등이나 디자인 경진대회에서의 학생

과 신인들에 의해 주로 발표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특성은 의상 자체를 너무 작품성이 강한 경

향으로 흐르게 하여, 생활복으로서의 기능성보다는

미적 표현에 주력하게 되었으며, ‘한국적’인 것을 외

형적인, 전통적 요소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고 분석

하였다.

양리나, 최나영21)은 1985~1991년의 한국적 패션

디자인을 분석한 결과 형태의 윤곽선에서 허리를 강

조하지 않는 형, 자연스러운 유연한 선의 흐름이 나

타났고 색채는 백색 애호, 대비색 조화, 유사색 조화,

무채색 조화 등이 표현되었다고 하였다. 소재는 거칠

고 투박한 소재, 곱고 부드러운 재질이 사용되었으며

장식문양은 자연적 모티프의 사실적 표현과 양식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전반적으로 전통적 요소의 응용

이나 재현적 요소가 강해 국제주의보다는 지역주의

에 치우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고 분석하였다.

1990년대 한국적 패션 디자인 분석에서 김인경22)

은 이신우, 이영희, 진태옥의 디자인에서 전통적 고

유 형태 실루엣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그 외

에는 대부분 서구 복식형태에 한국적 소재와 색을

사용하였다고 하였다. 좌우 비대칭이거나 가변적 형

태로 대부분 전체 혹은 일부분에 풍성한 볼륨감을

주어 율동성을 표현하였고 만곡선을 사용하였다고

분석하였다.

박혜원23)은 1990년대에 응용된 한국 전통적 조형

미 분석에서 이영희는 천연염색으로 수수하고 소박

한 멋을 통해 신비감과 관능미를 표출하였고 저고리

깃, 가슴대, 풍성한 스커트의 변형으로 독자적 특성

을 보여주었으며, 진태옥은 이조백자를 작품의 근원

으로 하여 디테일을 최소화하면서 서구적 테일러링

을 이용한 단아하고 모던한 작품을 보여주었다고 분

석하였다. 이신우는 고구려 고분 벽화 이미지를 형상

화하는 작업을 통해 자연적 고유 색채와 하이테크

소재의 조화를 모색하였고, 설윤형은 대조적으로 화

려한 색채대비, 전통문양을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하

였으며 조각보 기법, 자수, 당의, 원삼, 각종 장신구

에서 모티프를 활용하여 에스닉한 분위기와 오리엔

탈풍을 과감히 시도하였다고 하였다.

2000~2004년의 한국적 패션 디자인에 대하여 김

은정24)은 이영희, 진태옥, 김지해의 디자인을 분석하

였다. 외형적 특징으로 선, 형태가 자연주의의 영향

으로 비교적 단순하고 비대칭적이며 유기적 곡선의

사용이 두드러졌다고 하였다. 색은 원색계의 오방색

과 백색이 주로 사용되었고 소재는 삼베, 모시, 무명,

명주 등 천연소재가 주로 사용되었다. 문양은 자연문

양, 기하학적 문양, 길상문양 중 꽃 문양이 두드러졌

고 장식은 자수, 패치워크, 누비 활용도가 높게 나타

난 것으로 분석하였다.

김영란25)은 2000~2007년의 한국 디자인을 분석하

였는데, 이상봉은 2007년 S/S 시즌의 파리 프레타포

르테 컬렉션에서 한글 디자인을 선보였고 실루엣의

여유로움과 형태의 단순함으로 고급화된 모던함을

표현하였으며, 강기옥은 전통문양을 재해석해서 진즈

에 활용하여 실용성과 대중성을 확보하고 한국적 디

자인과 소재의 다양화를 불러왔다고 하였다. 문영희,

홍은주는 자연스러운 실루엣과 형태를 표현하였고,

한국적 선이 지닌 유연한 자연스러움을 여유롭게 드

레이핑되는 실루엣과 주름으로 볼륨과 리듬감을 표

현하였으며, 재단에 있어서 비대칭적인 컷이 자주 사

용되었고 구김과 빈티지한 마무리로 자연스러움을

극대화시켰다고 분석하였다.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의 한국적 패션

디자인을 종합하면, 윤곽선은 대체로 H 형의 자연스

럽고 유연한 선을 표현하였고, 형태는 비대칭이거나

풍성한 볼륨감과 만곡선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색채

는 백색, 대비색 조화, 유사색 조화, 오방색 등이 사

용되었고, 소재는 투명한 모시, 거칠고 투박한 소재,

부드러운 재질, 천연염색 등이 사용되었다. 인위적인

모티프와 자연적 모티프, 전통문양 등이 사용되었고,

장식은 조각보, 자수, 누비, 패치워크, 원삼, 당의, 각

종 장신구 등이 활용되었다. 조형미로는 자연주의적

순수미, 관능미 등이 표출되었다. 1980년대와 1990년

대에는 미적 표현에 주력하여 한국적인 것을 외형적,

전통적 요소를 강조하여 국제주의보다는 지역주의에

치우친 경향이 있었으며,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전통

적인 것을 재해석해서 표현하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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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이상봉

2006 F/W

- http://dbg

kswhd11.blog.me

<그림 2> 이영희

2010 S/S

- http://

blog.naver.com

<그림 3> 진태옥

2006 F/W

- http://

blog.naver.com

<그림 4> 이상봉

2012 S/S

– http://www.

cyworld.com

Ⅲ. 한국 패션의 한국미 표현
1. 디자인 특성

1) 실루엣

한국적 패션 디자인은 한국적 이미지를 표현하는

요소들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러한 한국미를 잘 표현하기 위하여 대체로 자연스러

운 실루엣을 많이 제시하였다.

2006년 S/S 시즌부터 2012년 F/W 시즌까지 제시

된 실루엣을 살펴보면, 인체의 윤곽선이 드러나지 않

고 여유가 있어서 한복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자연

스러운 H 실루엣이 주를 이루었고, 하이 웨이스트의

슬림한 실루엣, 허리선을 고정시키는 피티드 실루엣,

허리부분에 여유가 넉넉한 루스 룩이 선보였다.

<그림 1>26)은 이상봉의 2006년 F/W 시즌 디자인

으로 여유가 있는 자연스러운 H 실루엣을 표현하였

으며, <그림 2>27)의 2010년 S/S 시즌의 이영희 디자

인은 두루마기를 응용한 디자인으로 여유가 있는 H

실루엣을 표현하였다. <그림 3>28)은 2006년 F/W 시

즌에 진태옥이 발표한 코트로 허리에 여유분이 있어

서 편안한 H 실루엣을 보여준다.

저고리와 치마를 응용한 디자인의 경우 하이 웨이

스트의 슬림한 실루엣을 나타내었다. 이상봉이 2012

년 S/S 시즌에 발표한 <그림 4>29)의 롱 드레스, <그

림 5>30)의 이영희의 2007년 F/W 시즌의 롱 드레스,

<그림 6>31)의 이영희의 2010년 S/S 시즌의 저고리와

치마를 적용한 디자인, 진태옥의 치마를 응용한 드레

스<그림 7>32) 등에서 하이 웨이스트의 슬림한 실루

엣을 파악할 수 있으며, <그림 8>33)의 설윤형이 2012

년 S/S 시즌에 발표한 원피스 드레스에서도 슬림한

실루엣을 볼 수 있다.

그 밖에 허리선을 고정시키는 피티드 실루엣으로

<그림 9>34)의 이상봉이 2008년 F/W 시즌에 발표한

허리에 절개선이 있는 원피스 드레스, <그림 10>35)의

이영희의 보자기 묶음 장식의 원피스 드레스, <그림

11>36)의 설윤형의 허리를 넓은 새쉬로 묶은 원피스

드레스 등이 발표되었다.

<그림 12>37)는 허리선에 많은 여유분을 둔 이상봉

의 원피스 드레스이며, <그림 13>38)은 이영희가 쓰개

치마를 적용한 디자인으로 허리부분에 풍성한 볼륨

감이 표현되었다. <그림 14>39)는 진태옥이 2010년

S/S 시즌에 발표한 원피스 드레스로 항아리 윤곽선

을 나타내어 넉넉한 여유분을 표현하였다. <그림 12,

13, 14>는 풍성한 여유분으로 루스 룩의 실루엣을 나

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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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이영희

2007 F/W

– http://

csn6110.blog.me

<그림 6> 이영희

2010 S/S

– http://

blog.naver.com

<그림 7> 진태옥

2007 S/S

– http://

blog.naver.com

<그림 8> 설윤형

2012 S/S

- http://grienich.bl

og.me

<그림 9> 이상봉

2008 S/S

- http://dbg

kswhd11.blog.me

<그림 10> 이영희

2010 S/S

- http://

blog.naver.com

<그림 11> 설윤형,

2010 S/S

– http://

sfaa.co.kr

<그림 12> 이상봉

2008 F/W

- http://db

gkswhd11.blog.me

<그림 13> 이영희

2011 S/S

– http://blog.

daum.net

<그림 14> 진태옥

2010 S/S

– http://sfaa.

co.kr

2) 색채와 소재

색채는 음양오행설에 의한 오방색, 즉 적, 청, 황,

백, 흑색이 함께 또는 단독으로 사용되었고, 그 밖에

소재의 특징을 그대로 표현하는 베이지색과 갈색, 무

채색과 황금색 등의 색상이 사용되었다.

<그림 15>40)는 오방색을 적용한 이상봉의 2009년

S/S 시즌 디자인으로, 오방색의 적, 청, 황, 백, 흑색

이 다양한 크기로 조각보의 형태로 패치워크되어 다

채로운 색면 분할의 구성을 나타내었다. <그림 4>는

2012년 S/S 시즌의 이상봉의 롱 드레스로 가슴 부분

에 오방색으로 된 단청무늬가 장식되었다. <그림 11>

은 설윤형의 2010년 S/S 시즌의 디자인으로 오방색

으로 화려하게 표현된 추상문양의 원피스 드레스로

넓은 새쉬가 드레이프 효과를 나타내며, 술이 달린

검정색의 목걸이로 마무리되었다. 이영희는 <그림

16>41)에서 치마의 남색, 전모에 장식된 적색과 황색,

토시의 적색에서 오방색을 표현하였으며, <그림 1

7>42)의 원삼을 응용한 드레스에서 차분한 색조로 채

도와 명도를 낮추어 오방색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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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이상봉

2009 S/S

- http://db

gkswhd11.blog.me

<그림 16> 이영희

2009 F/W

- http://csn

6110.blog.me

<그림 17> 이영희

2010 S/S

- http://blog.naver.

com

<그림 18> 이상봉

2008 S/S

- http://db

gkswhd11.blog.me

<그림 19> 진태옥

2008 S/S

– http://sfaa.

co.kr

<그림 20> 이상봉

2010 F/W

- http://dbgkswhd11.

blog.me

<그림 21> 이상봉

2009 F/W

- http://dbgkswhd11.

blog.me

<그림 22> 이상봉

2011 F/W

- http://blog.naver.

com

흰색이 사용된 디자인으로는 <그림 5>의 이영희의

롱 드레스, <그림 18>43)의 이상봉의 드레스의 바탕색

에 흰 색이 사용되었다. <그림 19>44)는 2008년 S/S

시즌에 진태옥이 발표한 레이어드 룩으로 속에 겹쳐

입은 원피스 드레스에 흰 색이 사용되었다.

검정색은 이영희의 디자인인 <그림 2>의 비치는

짧은 코트에 사용되었다. 이상봉은 <그림 4>의 롱 드

레스의 스커트 부분, <그림 12>의 드레스와 <그림

20>45)의 공단 팬츠 수트와 <그림 21>46)의 코트의 바

탕색으로 검정색을 사용하였으며 그 밖의 디자인에

도 검정색을 많이 사용하였다.

흰색과 검정색이 조화를 이룬 디자인으로는 <그림

1>의 이상봉의 검정색 코트에 흰 옷고름과 흰색의

한글 문양이 있고, <그림 22>47)의 이상봉의 원피스

드레스에 수묵화 문양과 바탕색으로 조화를 표현하

였다. <그림 23>48)의 이영희의 검정 원피스 드레스와

그 위에 착용한 저고리 형태의 짧은 상의에서도 흰

색과 검정색의 조화를 볼 수 있다.

그 밖에 표현된 색상으로 베이지의 경우 <그림 6>

과 같이 이영희의 저고리와 치마를 응용한 디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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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이영희

2008 S/S

– http://

csn6110.blog.me

<그림 24> 이영희

2009 F/W

- http://

csn6110.blog.me

<그림 25> 설윤형

2011 F/W

- http://

blog.naver.com

<그림 26> 이상봉

2012 F/W

- http://

blog.naver.com

서 삼베 소재의 색상을 그대로 표현하였으며, <그림

14>의 진태옥의 원피스 드레스의 경우에도 삼베 소

재의 색상을 표현하였다.

갈색계열의 색상도 사용되었는데, <그림 3>의 진

태옥의 코트와 스커트, <그림 10>의 이영희의 원피스

드레스와 <그림 24>49)의 이영희의 배자형 조끼, <그

림 19>의 진태옥의 배자형 조끼에서 갈색이 표현되

었다. <그림 25>50)의 설윤형이 2011년 F/W 시즌에

발표한 코트에서도 다양한 소재에 의하여 갈색이 표

현된 것을 알 수 있다.

무채색은 <그림 26>51)의 이상봉이 2012년 F/W

시즌에 발표한 패딩을 한 짧은 재킷으로 연한 회색

이 표현되었고, 갈색계통의 문양과 조화를 이루었다.

황금색도 사용되었다. <그림 27>52)은 이상봉이

2009년 F/W 시즌에 발표한 디자인으로 검정색 바탕

에 금빛 소재의 불규칙한 넓은 줄무늬가 입체적으로

장식되었다.

<그림 28>53)은 이영희의 2011년 S/S 시즌의 디자

인으로 머리장식과 스커트의 황금색이 연한 갈색과

조화를 이루었다.

소재는 다양한 소재가 사용되었으며, 전통적이고

한국적인 소재에서부터 메탈릭한 소재까지 폭넓게

사용되었다. 천연섬유에 천연염색을 한 작품도 많이

선보였다.

<그림 27> 이상봉

2009 F/W

- http://dbgkswhd11.

blog.me

<그림 28> 이영희

2011 S/S

– http://

yee332.blog.me

이영희는 노방, 모시, 삼베, 공단 등의 한국적인 소

재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이상봉은 면, 모직, 마, 공

단, 씨스루 소재, 메탈릭 소재, 가죽 등 다양한 소재

를 폭넓게 사용하였다.

진태옥은 면, 마, 모직, 견, 씨스루 소재, 니트 등을

사용하였고, 설윤형은 견, 면, 모직, 씨스루 소재 등

을 사용하였다.

디자인에 따라 이영희와 설윤형은 모피를 부분적으

로 사용하였고, 이상봉은 자개 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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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양과 장식

문양은 꽃, 단청, 떡살, 추상, 한글 등이 사용되었다.

이상봉은 2006년 F/W 시즌에 한글 문양<그림 1>,

2012년 S/S 시즌에 단청 문양<그림 4>, 2008년 S/S

와 F/W 시즌에 꽃 문양<그림 9, 12> 2008년 S/S 시

즌에 한국화 문양<그림 18>, 2009년 S/S 시즌에 풍

속화 문양<그림 21>, 2012년 F/W 시즌에 토담 문양

을<그림 26> 선보였다. 2011년 F/W 시즌에는 수묵

화의<그림 22> 효과를 연출하였고, 2009년 F/W 시

즌에는 한국 호랑이의 이미지를 입체적으로 표현하

였다.<그림 26>

이영희는 2007년 S/S, F/W 시즌에 꽃 문양을 치

마허리 부분에 자수로 장식하였고, 2009년 F/W 시

즌과 2010년 S/S 시즌에는 각각 추상적인 가로줄 문

양과 세로줄 문양을 선보였고, 2011년 S/S 시즌에는

소나무 문양을 소개하였다.

진태옥은 2008년 S/S 시즌에 발표한 배자에서 꽃

문양을<그림 19>, 2010년 S/S 시즌에는 추상 문양을,

2010년 F/W 시즌에는 붓 터치 문양을 소개하였다.

설윤형은 2012년 S/S 시즌에 떡살 문양<그림 8>,

2010년 S/S 시즌에 추상문양을<그림 11> 표현하였

다. 2007년 S/S, 2008년 S/S, 2009년 S/S, 2010년

S/S 시즌에 추상 문양을 발표하였고, 2009년 S/S 시

즌에는 창호 문양과 기하학 문양을, 2012년 S/S시즌

에는 꽃 문양을 발표하였다.

장식은 옷고름, 조각보, 자수, 패치워크, 매듭, 노리

개 등이 사용되었다.

이상봉은 2006년 F/W 시즌에 옷고름<그림 1>,

2007년 S/S 시즌에 대나무 버클, 2008년 S/S 시즌과

2012년 S/S 시즌에 자수 장식을<그림 9, 4> 선보였

다. 2008년 F/W 시즌에 기와 형태의 입체 장식<그

림 12>, 2009년 S/S 시즌에 조각보 장식<그림 15>,

2009년 F/W 시즌에 입체적인 덧댐 장식과<그림 27>

노리개 술장식을 발표하였고, 2010년 F/W 시즌에

자개장식과<그림 20> 2012년 F/W 시즌에 패치워크

장식을<그림 26> 소개하였다.

이영희는 2007년 F/W에 노리개 장식을<그림 5>,

2007년 S/S와 F/W 시즌에 자수 장식을 선보였고,

2010년 S/S 시즌에 조각보를 치마에 장식하였고<그

림 6>, 보자기 묶음 장식을 허리 부분에 표현하였다

<그림 10>. 2011년 S/S 시즌에는 가체 형태의 장식

을 머리에 장식하였고<그림 28>, 치마에 금박 장식을

하였다.

진태옥은 2006년 F/W 시즌에 매듭장식으로 여밈

처리를 하였고<그림 3>, 2008년 S/S 시즌에 패치워

크와 핀턱장식을 사용하였다<그림 19>. 그 밖에 2007

년 S/S 시즌에 옷고름을 바지에 장식하였고, 2008년

S/S 시즌에 원피스 드레스에 셔링 장식을, 2009년

S/S 시즌에 프린지 장식을, 2010년 S/S 시즌에 자수

장식을 사용하였다.

설윤형은 2010년 S/S 시즌에 목걸이에 프린지 장

식을 하였고<그림 11>, 2011년 F/W 시즌에 누비 장

식을 하였다<그림 25>. 그 밖에 2007년 S/S 시즌에

구슬 장식, 2012년 S/S 시즌에 옷고름 장식을 하였다.

2. 미적 가치
1) 자연미

한국적 패션 디자인에 표현된 자연스러운 실루엣,

자연을 주제로 한 문양, 전통 소재인 천연 섬유, 천

연 염색, 소재 자체의 자연 색상 등에서 자연미를 느

낄 수 있다.

<그림 1>의 이상봉의 코트, <그림 2>의 이영희의

여름 코트, <그림 3>의 진태옥의 하프코트, <그림

21>의 이상봉의 코트 등에서 보이는 편안한 자연스

러운 실루엣에서 자연미를 느낄 수 있다.

이상봉 디자인의 소매와 스커트에 자수로 장식한

모란꽃<그림 9>, 이영희 디자인의 치마허리의 꽃 문

양, 진태옥의 배자의 꽃 문양<그림 19>등에서 자연미

가 표현되었다. 이상봉의 원피스 드레스에 그려진 한

국화의 매화 나뭇가지<그림 18>, 이영희의 치마에 그

려진 소나무(2011년 S/S)등에서 사실적인 자연미를

느낄 수 있으며, <그림 26>의 이상봉의 코트 등에 활

용된 한국 호랑이의 주제도 자연미를 느끼게 한다.

이영희가 사용한 노방, 모시, 삼베, 견<그림 2, 5,

6, 10, 13, 16, 17>과 이상봉이 사용한 공단, 모, 노방

<그림 20, 22, 26>, 설윤형이 사용한 견<그림 11>, 진

태옥이 사용한 모, 면<그림 3, 14, 19> 등의 천연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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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를 통해서도 자연미를 파악할 수 있다.

이영희의 디자인에 사용된 천연염색<그림 5, 16>

과 소재 자체의 자연 색상으로 <그림 6>의 삼베의

고유한 색상 등에서 자연미가 파악되었다.

<그림 1, 2, 3>의 자연스러운 실루엣, <그림 9, 18,

22>의 꽃을 주제로 한 문양, <그림 2, 5, 6, 20>의 노

방, 삼베, 공단 등의 천연 섬유, <그림 5, 16>의 천연

염색, <그림 6>의 삼베 자체의 자연 색상 등에서 자

연미가 표현되었다.

2) 절제미

한국 전통 복식인 저고리, 치마, 원삼, 두루마기,

배자, 쓰개치마, 가체, 노리개, 누비 등의 의상과 장

식이 한국적 패션 디자인으로 활용되면서 간결화 되

고 응용된 형태로 다듬어짐으로써 절제미를 나타내

었다.

한국적인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전통 민속품인

조각보, 보자기, 항아리 등과 한국 전통 건축물의 구

성 요소인 기와 등이 응용되거나 그 이미지가 표현

됨으로써 절제미를 느낄 수 있다.

그 밖에 한국화와 풍속화의 요소를 이미지로 표현

하거나 수묵화의 효과를 이미지로 나타내거나, 민화

에 등장하는 한국 호랑이의 이미지를 다양한 방법으

로 표현하는 디자인에서도 절제미를 느낄 수 있다.

<그림 5, 6, 16, 23, 28>의 이영희가 응용한 저고리

와 치마 표현, <그림 7>의 진태옥이 간결하게 변형한

치마 등에서 절제미가 파악되었고, 이영희가 활용한

<그림 2>의 두루마기 요소와 <그림 17>의 원삼의 요

소, 진태옥의 배자 변형 디자인 <그림 19> 등에서 간

결한 절제미가 파악되었다. 이영희의 쓰개치마 응용

디자인<그림 13>, 설윤형의 누비 변형 디자인<그림

25>에서 절제미를 느낄 수 있다.

3) 장식미

한국 전통의 고유한 특징을 나타내는 다양한 주제

의 문양과 장식기법을 통해 장식미가 표현되었다. 한

국의 전통적인 소재와 현대적인 소재의 장식 효과와

색상 등을 통해 장식미가 파악되었다. 이상봉의 한글

문양<그림 1>, 한국화 문양<그림18>, 풍속화 문양<그

림 21>과 설윤형의 떡살 문양, 이영희의 금박 문양

등에서 장식미를 느낄 수 있다.

장식기법으로 자수, 패치워크, 매듭, 조각보 등이

사용되었으며 장신구인 노리개와 옷고름, 가체 등이

장식에 활용되었다. 이상봉의 단청 문양 자수 장식

<그림 4>, 모란꽃 자수 장식, 이영희의 치마허리의

꽃 자수 장식(2007년 S/S, F/W), 이상봉의 토담 문

양 패치워크와 옷고름 장식, 진태옥의 매듭 장식, 이

영희의 조각보와 노리개, 가체 장식 등에서 장식미를

느낄 수 있다.

소재의 경우 한국 전통 소재인 노방 등의 비치는

효과, 공단 등의 광택 효과와 자개장식, 메탈릭 소재

등에서 장식미를 느낄 수 있으며, 오방색의 선명하고

화려한 색의 표현을 통해서 장식미를 파악할 수 있다.

3. 표현유형
1) 사실적 표현유형

한국적인 디자인 요소를 사실적으로 표현한 유형

으로 가장 직접적으로 한국의 전통적 요소를 강조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상봉은 <그림 4>의 단청문양, <그림 9>의 모란

꽃 자수 문양, <그림 18>의 한국화 문양, <그림 21>

의 풍속화 문양을 통해 한국 전통 문양과 전통 회화

를 사실적으로 표현하였으며, <그림 1>에서 한글과

옷고름을 사실 그대로 재현하였고, <그림 20>에서 전

통 나전칠기의 장식기법인 자개를 사실적으로 활용

하였다.

이영희는 <그림 5, 6, 16>에서 치마, 저고리의 형태

가 사실적으로 표현되었고, 조각보 기법이 치마에 전

통 방식 그대로 활용하였다.

<그림 24>에서 배자가, <그림 16>에서 전모가,

2009년 F/W 시즌에 아얌, 남바위, 조바위 등이, <그

림 13>에서 쓰개치마가 사실적으로 표현되었으며,

<그림 5>에서는 전통 장신구인 노리개를 전통 형태

그대로 활용하였다.

진태옥은 <그림 3>에서 전통 매듭 장식을 사실적

으로 여밈 장식으로 활용하였으며, 설윤형은 <그림

8>에서 전통 떡살문양을 그대로 활용하고 <그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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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오방색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사실적인 표현 유형에 있어서 이상봉은 주로 다양

한 문양과 옷고름, 자개 등의 장식요소를 주제로 활

용하였다. 이영희는 치마, 저고리, 배자, 전모, 노리개,

조각보 등 의상과 장신구 등을 통해 사실적 표현을

나타내었다.

2) 절제적 표현유형

절제적 표현유형은 전통 의상과 장신구 등을 간결

하게 정리하여 응용함으로써 절제된 형태로 표현한

유형으로, 한국적인 디자인 요소가 지역적인 특성이

덜 강조되는 효과를 나타낸다.

이영희는 <그림 23>에서 치마와 저고리를 짧은 원

피스 드레스와 짧은 재킷으로 변형하고 옷고름도 형

태와 부착방법을 변형함으로써 간결한 절제적 표현

을 나타내었다. <그림 17>은 원삼의 소매를 좁고 길

게 하여 길이를 더욱 강조하고 미니 원피스 드레스

로 간결하게 정리하여 응용함으로써 절제적 표현을

하였다.

<그림 2>의 비치는 미니 코트는 두루마기의 깃을

크게 확대하고 밑단을 사선으로 처리하고 길이를 짧

게 하여 형태를 변형하고, 모시두루마기를 연상시키

는 비치는 소재를 사용하여 단순화함으로써 절제적

표현을 보여준다.

이상봉은 <그림 1>에서 두루마기를 응용하여 깃을

변형하고 소매는 좁게, 앞여밈은 단추로 처리하여 절

제적 표현을 나타내었다.

진태옥은 <그림 7>에서 한복 치마를 응용하여 짧

은 드레스로 변형하였으며, <그림 19>에서 배자를 짧

고 작은 형태로 단순화시켜 절제된 표현을 하였다.

설윤형은 <그림 25>에서 전통적 누비의 간격을 확

대하여 단순화된 절제적 표현을 나타내었다.

절제적 표현유형의 경우 이영희는 치마, 저고리,

원삼 두루마기 등 다양한 의복을 통해 간결한 절제

적 표현을 나타내었으며, 네 명의 디자이너 중 가장

많은 활용을 하였다.

3) 이미지 표현유형

이미지 표현유형은 한국적 디자인 요소를 연상시

키는 이미지로 표현하는 유형으로 사실적인 형태가

가장 추상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미지 표현유형은 의복과 장신구 보다는 한국의

전통적인 민속품과 건축물의 구성 요소, 전통 회화

등이 주제로 활용되었다.

이상봉은 <그림 12>에서 기와를, <그림 26>에서

토담을 주제로 입체적 형태와 패치워크로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그림 15>는 오방색으로 조각보의 이미지를 표현

하였고, <그림 22>는 수묵화를 연상시키는 패치워크

로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그림 27>은 한국 민화에

등장하는 한국 호랑이를 메탈릭한 황금빛 소재로 입

체적인 덧댐 장식을 하여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이영희는 <그림 10>에서 한국 전통 보자기 묶음을

연상시키는 장식으로 보자기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그림 28>에서 조선시대 여성의 가체를 연상시키는

머리 장식으로 가체의 이미지를 표현하였고 치맛자

락을 감싼 듯한 표현을 나타내었다.

진태옥은 <그림 14>에서 한국의 전통 항아리를 연

상시키는 실루엣의 디자인에 토기를 연상시키는 황토

색 소재를 사용하여 항아리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이미지 표현유형의 경우 이상봉이 기와, 조각보,

토담, 수묵화와 민화의 호랑이 등 가장 다양한 주제

로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4) 복합적 표현유형

하나의 디자인에 두 가지 이상의 주제나 표현유형

이 결합된 복합적 표현유형이 제시되었다.

이상봉은 <그림 1>에서 한글, 옷고름의 사실적 표

현과 두루마기의 절제적 표현이 복합된 표현을 발표

하였고, <그림 12>에서 목 부분의 장식인 기와의 이

미지 표현과 소매와 스타킹에 모란꽃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복합적 표현유형을 보여준다.

이영희는 <그림 5>에서 노리개와 치마의 활용, <그

림 2>에서 두루마기의 절제적 표현과 창호의 이미지

표현의 복합적 표현을 하였으며, <그림 28>에서 가체

와 치마의 이미지 표현을 복합적으로 나타내었다.

한국미의 표현유형을 종합하면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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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유형 사실적 표현 절제적 표현 이미지 표현 복합적 표현

디자인

- http://www.blog.

naver.com

- http://www.blog.

naver.com

- http://www.yee

332.blog.me

- http://www.dbgk

swhd11.blog.me

디자인특성 매듭장식의 사실적 적용
원삼의 간결화와 소매의

확대
가체와 치마의 이미지화

한글과 옷고름,

두루마기의 복합적 표현

디자이너 진태옥 이영희 이영희 이상봉

시즌 2006년 F/W 2010년 S/S 2011년 S/S 2006년 F/W

<표 1> 한국미의 표현유형

198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의 한국적

패션 디자인과 본 연구 결과인 200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 초까지의 디자인을 비교해 보면, 디자인의

주제는 유사하나 표현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보다 사실적인 표현방식이 2000년대

후반으로 올수록 절제된 표현과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식이 가미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디자인

요소를 지역적인 특성이 강하게 표현하던 것의 비중

이 다소 줄어듦을 알 수 있다.

한국적인 패션 디자인이 국제사회에서 수용되고

세계적인 패션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디

자인 요소의 사실적인 재현을 줄이고, 전통적 요소를

변형하고 해체하고 재구성함으로써 시대와 세계적인

흐름에 부합되고 차별화되고 현대화된 한국적 패션

디자인을 재창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Ⅳ. 결론
한국적인 패션 디자인은 1980년대 중반부터 한국

의 전통을 주제로 하여 발표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

초반의 해외 진출 등으로 세계시장에 소개되었다.

현재 한국적인 패션 디자인은 중국과 일본의 디자

인에 비해 세계시장에서 확고한 이미지를 구축하지

못한 실정이므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차별화된 디자

인 개발을 위한 전략적인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한국 패션의 외형적 디자인 특성과 내재된 미의식,

한국미의 표현유형을 분석한 결과에 의한 결론은 다

음과 같다.

첫째, 한국적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실루엣은 H 실

루엣, 슬림 실루엣, 피티드 실루엣, 루스 룩 등이었다.

둘째, 색채는 음양오행설에 의한 오방색인 적, 청,

황, 백, 흑색과 소재 자체의 색으로 베이지가 사용되

었고 갈색, 무채색, 황금색 등이 사용되었다. 소재는

전통적인 한국적 소재인 노방, 모시, 삼베, 공단과 면,

모, 가죽 이외에 메탈릭 소재 등이 사용되었다.

셋째, 문양은 꽃, 단청, 떡살, 추상, 한글 등이 사용

되었고, 장식은 옷고름, 조각보, 자수, 패치워크, 매듭,

노리개, 자개, 금박 등이 사용되었다.

넷째, 한국적 패션 디자인에 표현된 미적 가치는

자연미, 절제미, 장식미이며, 표현유형은 사실적 표현

유형, 절제적 표현유형, 이미지 표현유형, 복합적 표

현유형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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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중반 이후의 한국적 디자인과 2000년대

후반의 디자인을 비교하면, 디자인의 주제는 유사하

나 표현방식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낸다. 즉, 보다 사

실적인 표현에서 절제된 표현과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식이 가미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적인 패션디자인이 세계시장에서 수용되고 세

계적인 패션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디자인

요소의 재현보다 변형, 해체, 재구성을 통한 차별화

되고 현대화된 한국적 패션 디자인을 창조하는 것이

바람직한 전략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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