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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stume culture of ladies in late Goryeo is an important and rare source for cultural fashion souvenir

desig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historical costume design sources of late Goryeo to suggest high quality

traditional and practical ornament souvenir designs for female dolls as well as examples of coordination with

doll costumes. The costume culture of late Goryeo contained golden Buddhism and a revival of 12
th
 century

Goryeo costume characteristic after the period of Mongolian influences from the Yuan. The main sources

for doll ornament designs are 14
th
 century Buddhist paintings, a few ornament relics of Goryeo, ancient

literature, and portraits of ladies in the 14
th
 century that originated from five doll's traditional ornaments

(lotus hairpin, cloud-shaped hairpin, Buddhist flower hair ornament, vase-shaped Binyeo, and bell of animal-

human face) and three wig designs (wigs from Buddhist paintings and portraits, and hairpiece)  with blea-

ched gilding silver, silk, various gemstones and synthetic hair. These doll ornament and wig designs imply

the symbol of Buddhism, exorcism, and costume culture of 14
th
 century Goryeo ladies that can be matched

with two doll gowns, half-sleeved jacket, skirt, two Jogoris, apron, under trousers as formal, semi-formal,

and town-wear according to the T.P.O of late Goryeo; in addition, five ornaments can be used as owner's

ornaments. The partial changing colors and materials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doll ornament goods as

well as better communication between researcher and constructor remain to be improved.

Key words: Goryeo, Doll's traditional ornaments, Cultural fashion souvenir, Coordination, Costume;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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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고려 후기와 말기는 전성기를 맞은 불교문화와 원(元)

몽골의 복식문화가 복식과 장신구의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친 시기였다. 원 멸망 이후 유교를 기반으로 삼았던 조

선 초기까지도 그 영향은 남아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공민왕의 개혁정치를 시작으로 원의 영향을 벗어나 고

려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노력이 고려 말기부터 시작되

었으며, 고려 말기 복식문화는 여러 문화적 요소가 혼합

된 형태로 완성되었다. 고려시대의 장신구는 고증과 응

용 패션디자인의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삼국시

대와 조선시대의 장신구에 비해 관련 현존유물과 고문

헌이 적어 실질적인 문화상품과 연결되는 비율은 매우

낮다. 고려시대 복식 역시 고려 초중기 유물은 찾기 어

려우며, 불복장을 비롯한 소수의 고려 말기 유물 및 고

려시대 초상화와 불교회화에서 고려 복식과 장신구의

단편적인 형태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구체관절인형 의상 제작’을 중심으로 고

려 말의 상류층 여성복식문화를 고찰한 선행연구(Choi,

2011b)의 후속연구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아직 활성화되

지 않은 연구분야인 고려 말기 복식 관련 자료를 상품성

높은 문화상품으로 재현할 수 있는 여성용 장신구 위주

로 관찰한 후, 이를 응용하여 새로운 시장으로 주목받는

구체관절인형을 위한 패션상품으로 디자인하고, 인형복

식과의 코디네이션을 통해 실용적인 고증문화상품을 제

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현존자료가 적어 재현빈도와

활용도가 낮은 고려시대 관련 구체관절인형 복식과 장

신구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가 될 것이다.

구체관절인형과 전통복식에 관한 참고 선행연구는

Hwang(2007)의 구체관절인형에 대한 청소년 취향과 의

상 선호도, Kwon(2008)의 고구려 복식 고증 구체관절인

형복 개발, Choi(2009)의 조선의 복요유행을 이용한 구

체관절인형의상, Choi(2011a)의 황성동 여성토우 복식

을 응용한 돌 코스튬을 다룬 연구 둥이 있으나 수가 많

지 않아 아직 연구대상이 한정적이다. 포괄적인 인형의

상에 대한 연구는 Lee and Kim(2007)의 인형놀이에 나

타난 패션디자인의 특성, Son and Kim(2012)의 동서양

인형복식에 나타난 상징성을 다룬 연구 등이 있다. 인형

용 고려 전통장신구 고증디자인 및 상황에 맞는 의상과

의 코디네이션은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연구분야이

다. 또한 고려 여성복식에 대한 비교적 최근의 관련선행

연구로 Park(2009)의 고려 보광사 관음보살불복장 저고

리, Sim(2009)의 고려직물과 문양, Ok et al.(2008)의 고

려불화 현실세계 인물복식의 선(禪), Kim(2000)의 원 간

섭기 고려복식을 다룬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위의 관련선행연구와 함께 13~14세기의『고려사』,

『고려사절요』, 『박통사』, 『노걸대』 등의 문헌자료, 보

존상태가 양호한 고려불화, 일본 오구라[小倉] 컬렉션에

소장 중인 고려의 실물유물 및 14세기 인물화 등의 시각

자료를 이 연구의 중심자료로 선택하였다. 실물자료의

수가 적으므로 역사적 배경 및 장신구와 관련된 고려 말

기 복식문화를 함께 고찰하도록 한다. 아울러 현재 인형

장신구 시장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비교적 규모가 큰

국내 구체관절인형 사이트에서 판매중인 인형용 전통

장신구의 특성을 관찰하였다.

장신구와 연출 예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연구이므로,

연구과정은 총 3단계로 이루어졌다. 첫번째로 연구자가

고증을 거쳐 인형장신구의 디자인, 사이즈, 종류, 특징을

러프스케치로 작성하고, 두번째로 2011년 1~3월에 전문

제작업체에 자료를 제시하여 외주 시험제품 제작을 의뢰

했으며, 마지막으로 결과물을 연구자가 선행연구(Choi,

2011b)에서 제작된 고려 말기 인형의상과 함께 인형에

착용시켜 여러가지 코디네이션 방법을 구상하여 관찰하

였다. 일반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선행연구의 인형

의상을 의식용 정장예복, 행사용 정장예복, 평상예복, 외

출복으로 나누어 장신구와 연출한 코디네이션 예를 제

시하기로 한다.

II. 고려 말의 시대적 배경 및

복식문화와 장신구의 특성

1. 시대적 배경과 복식문화의 특성 및 디자인 응

용 방향

14세기 고려 말기 불교회화에 묘사되었거나 소수의 현

존유물로 남은 장신구를 보면 불교문화의 길상도안, 조

선 초기 유물과 유사한 형태, 규방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

는 축귀와 주술과 다산의 상징이 엿보인다. 특히 고려 말

에 절정기를 맞은 불교문화는 여성인형용 장신구 고증

디자인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요소로서, 몽골 침입을 막

기 위한 대장경과 다수의 고려불화가 제작되었으며 정

교한 금(錦), 능(綾), 라(羅)가 불복장(佛腹腸) 공물로 발

견되었다. 또한『국역 동사강목 VIII』(An, 1778/1979) 제

15 하를 보면 공민왕(恭愍王) 19년(1370년)에 사헌부의

청으로 개체변발과 호복을 고쳐 화제(華制)를 이어받았

고, 이후 원의 영향을 벗어나 고려의 정체성을 바꾸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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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은 계속되었다. 이와 관련해 Choi(2011b)는 12세기

에 쓰여진 Xu(1124/2005)의『고려도경(원제: 宣和奉使

高麗圖經)』에 묘사된 풍습이 고려 말로 이어진 예로 14세

기의 <관경변상서품도> 군중 속의 비대칭 여성 머리형

과 풍성한 의복 실루엣을 들었다.

다음은 선행연구(Choi, 2011b)의 결과물로 제작된 고

려 말 여성인형복식을 아이템별로 다시 정리한 것으로,

장신구와의 연출 예는 본 논문의 IV장에 제시되었다. 14세

기 불화인 <미륵하생경변상도>, <관경변상서품도> 등에

묘사된 여성공양인의 불교의례용 정장은 대부분 교임

(交 ) 또는 대금(對襟)인 금직(金織) 대수포(大袖袍) 안

에 단저고리와 가슴에 매는 치마를 착용한 형태이다.

Kim(2000)에 의하면 고려 말 저고리 중 비교적 짧은 온

양박물관 초척삼은 길이 57cm 가량이며, Park(2009)에

의하면 보광사 불복장 저고리는 길이 40cm에 내어달린

목판깃이 달린 직배래 형태이다. 이 불화와 저고리 유물

을 참고하여 의례용 정장인 대수포와 단저고리, 치마,

요군(腰裙) 인형의상 아이템을 추출하였다. 원(元)의 장

광필(張光弼)은 궁중사(宮中詞)에서 “궁의로 새로 고려

양이 유행하니 방령에 허리를 내려가는 반비로 만드네

....(....宮衣新尙高麗樣 方領過腰半臂裁....)”(Chang, 1997)라

하여, 당시의 궁녀들이 평상예복으로 길이 60~70cm 전

후의 고려 방령반비를 선호했음을 밝혔다. Chang and

Liu(2004)에 의하면 명대(明代) 효정황후(孝靖皇后) 유

물에 길이가 유사한 방령협의가 있어, 이를 참고하여 방

령반비를 추출하였다. Choi(2011b)를 참조하면 형태가

뚜렷한 14세기 사대부 복식이 묘사된 <하연부부 초상>

과 <조반부부 초상>에서 초상화 제작을 위한 사대부 부

인 정장인 대금포(對襟袍), 가슴에 매는 치마, 장저고리,

허리에 매는 치마가 관찰된다. 이와 더불어 고려 말에

옛 풍습을 찾으려는 노력이 대두되었으므로, 12세기에

쓰여진『고려도경』(Xu, 1124/2005) 귀부(貴婦)의 ‘....추

동 치마로 간혹 짙거나 옅은 황견(黃絹)을 쓰며 공경대

부 부인, 사민, 유녀 복장에 차이가 없다(製文綾寬袴 裏

以生....秋冬之裳 間用黃絹 或深或淺 公卿大夫之妻士民

遊女 其服無別).’를 참조하여 황견 치마와 이를 지탱하는

속곳을 추출하고, 치마길이를 늘려 가슴과 허리에 매는

치마로 모두 연출할 수 있게 구상하였다.

고려 말 여성복식은 부흥기의 원(元)에서 도입된 몽골

문화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으며, 이 중 슬란(膝欄) 및

작은 진주와 산호로 장식한 댕기와 소품은 조선의 유물

로도 남아 있다. 그러나 슬란과 구슬장식 소품은 수공비

용이 높은 데에 비해 고려시대에만 한정되지 않고 조선

후기까지 이어진 유물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중요한

복식고증요소이지만 경제성과 14세기 고려 문화상품으

로서의 시각적 독자성은 오히려 적을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반면 위에 서술한 특성을 참고하면, 공민왕 재위기

이후 명 복식을 도입하고 옛 복식풍습을 중시하여 고려

말기 여성복식문화는 과도기의 융합현상을 드러낸다. 이

점에 착안하여, 이 연구에서는 ‘몽골 스타일’에 집중하

기보다 고려 말기의 불교문화에 나타난 상징과 심미성

및 조선 초기 여성복식의 초석인 고려 말기 여성복식문

화의 특성을 강하게 나타내는 자료를 중심으로 하고, 형

태가 비교적 정확하여 외주 제작 시 재현하기 쉬운 자료

를 활용한 디자인에 중점을 두려고 한다.

2. 고려말 복식문화와 관련된 고려장신구의 특성

및 디자인 응용 대상 선정 시의 유의점

고려 말은 혼돈의 시대이자 복식의 화려함이 절정에

이른 시대였다.『新編 고려사절요 下』(Kim, 1452/2004)에

서 35권을 보면 공양왕 3년(1391)에 중랑장 방사량(房士

良)이 시무 11조에서 “....지금 귀천을 논할 것 없이 외국

물건을 다투어 사들여 분에 넘치는 사치에 절제가 없으

니, 지금부터 사서인, 공상, 천예에게 사라능단의 의복

과 금은주옥의 장식을 일절 금지시켜 사치풍속을 그치

게 하고, 귀한 이와 천한 이의 구별을 엄하게 하소서.”라

하여, 14세기 말에 신분구별 없이 수입품과 금은 귀금속

장식과 비단의상을 즐기는 사치풍조가 만연했음을 알

수 있다.

『신편 고려사 11』(Jeong, 1451/2002)에 나타난 『高麗史』

130권 열전 반역 4를 보면, 뇌물로 은을 많이 받아 은상

서(銀尙書)로 불리웠던 이현(李峴)이 몽골병을 도와 이

적행위를 하다가 자신의 군대에서 노획한 부녀자와 보

물을 모두 자신의 것으로 삼았는데 “은비녀가 채롱 하나

에 가득했다(....已有銀釵至滿一筒...).”고 한다. 이 대목에

서 고려 말에 귀금속으로서 은의 가치가 상당했음과, 고

려 말의 장신구로 끝이 두 갈래인 채(釵) 형태의 은비녀

가 많이 쓰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시기 장신구의 일부는 조선 초기까지 이어졌다고

추정된다. 현존 고려유물 중에 <Fig. 1>의 전주박물관

에 소장된 화병(花甁)모양 고려봉잠(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TNFMK], 1995)도 주목할 필요가 있

다. Choi(2008)에 의하면『국역 악학궤범 II』(Sung et al.,

1493/1980)에 수록된 <Fig. 2>의 여기복식(女妓服飾)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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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과 <Fig. 16>의 14세기 <하연부인 초상화>에도 이와

형태가 매우 유사한 비녀가 묘사되었다.

시대 특성상 <수월관음도>를 비롯한 14세기 고려불

화의 여성공양인이 착용한 장신구도 관찰할 필요가 있

는데, 연화(蓮花), 보상화(寶相華), 무리구름[骨朶雲] 형

태의 장식이 많이 나타난다. 앞서 밝혔듯 일본의 오구라

컬렉션에도 일제강점기에 수집되거나 찬탈되었다고 추

정되는 다수의 고려유물이 포함되어 있다. 방울 형태의

장식이 많고 금(金)보다는 은(銀)과 동(銅) 유물이 다량

으로 남아있어, 고려 여성용 장신구의 형태와 재료를 짐

작케 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 중 다음처럼 디자인

자료로 주목할 만한 몇 가지가 관찰되었다.

Lee et al.(2005)은 <Fig. 3>의 금동인면금구(金銅人面

金具)를 머리와 수염이 표현되고 귀는 동물처럼 뾰족하

며 이를 드러낸 사람의 형태로 보았는데, 호랑이 또는 축

귀용 귀면(鬼面)과 모습이 흡사하다. 역시 Lee et al.(2005)

는 금동 포도형 수식(金銅葡萄形垂飾)은 고려시대에 유

행한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며, <Fig. 4>의 범어(梵語)가

양각으로 새겨진 금동 방울형 범자문수식(金銅鈴形梵字

文垂飾)은 고려시대에 범자문이 불교공예품에 폭넓게 사

용되고 다라니를 넣은 경갑(經匣)을 소지하는 풍습이 유

행한 것과 같은 맥락의 유물이라고 추정하였다.

12세기의『고려도경』(Xu, 1124/2005)에도 고려여인

들이 몸에 차는 금탁(金鐸)장식을 선호했던 풍습이 나타

나므로, 고려 여인복식을 연출하려면 몸에 지니는 방울

형 장식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포도는 보편적인 길상

문이어서 시대적 특성이 약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고,

<Fig. 4>의 범자문 방울은 외부 제작자의 의견에 따르면

범어가 이지러져 정확한 모양으로 재현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문양이 비교적 확실하며 호랑이와 닮아 축귀(逐

鬼)의 의미를 담은 것으로 보이는 <Fig. 3>의 금동인면

금구와 방울장식을 조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

론을 얻었다.

III. 구체관절인형의 특성 및 구체관절

인형용 전통장신구 상품의 현황

현재 ‘구체관절인형(球體關節人形: Ball Jointed Doll)’

은 몸의 연결부위에 구(球)를 삽입하여 우레탄으로 제작

되는 예술적인 취미상품을 가리킨다. 인형의 머리와 몸

부분은 각각 헤드(head)와 바디(body) 파츠, 인형 소장자

는 오너(owner)라고 불리우며, 신장 40cm 전후의 어린이

와 65cm 전후의 하이틴 타입이 주류를 이루고, 메이크업

과 몸을 지탱하는 텐션(tension) 줄을 계속 관리해야 하는

고가격 취미용품이다(Choi, 2011b). 1체의 가격이 40~

60만 원 대에 달하여 14세 이하는 직접 인형을 구입할 수

없도록 규정한 샵도 있으나(Choi, 2011b), 청소년층이 부

모의 허가를 얻어 구입하거나 아르바이트비와 용돈으

로 구입하는 빈도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상당수의 인형

소장자가 커뮤니티 활동을 하거나 블로그를 운영하며

(Son & Kim, 2012) 동양, 서양, 판타지, 캐주얼 등 여러

가지 컨셉의 의상과 장신구로 인형을 꾸미는 비용을 기

꺼이 감수하고, 인형에 대해 ‘아이’라는 개념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구체관절인형은 가격이 높은 전통

장신구 연구에도 적합한 대상이다.

그러나 현재 출시된 전통인형장신구는 대부분 구체

관절인형보다 작은 원단인형용이며, 구체관절인형에 맞

지 않는 크기의 제품이 다수이다. 구체관절인형용 장신

구인 경우에도 대량생산된 금속장식, 자수판, 합성석을

조합한 퓨전(fusion) 스타일을 비롯해 저가여서 소비자

Fig. 1. Bongjam,

Goryeo.

From TNFMK. 

(1995). p. 47.

Fig. 2. Jam for

female dancer in

『Akhak-gauebum』, 

Joseon.

From Sung et al.

(1980). p. 111.

Fig. 3. Human-faced

gilt bronze ornament

of Ogura collection,

Goryeo.

From Lee et al.

(2005). p. 382.

Fig. 4. Bell with

Buddhist word of

Ogura collection,

Goryeo.

From Lee et al.

(2005). p.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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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증디자인 및 복식 코디네이션을 중심으로- 65

접근성은 높되 시대가 불분명한 제품이 많으며, 형태가

잘 재현된 제품은 대부분 조선 후기 스타일의 소품이어

서 시대적 한계가 있다.

또한 인형용 전통장신구는 가체와 함께 사용되고 시

각적인 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캐주얼 의상과

조화시키기 어렵다. 이로 인해, 현재 구체관절인형용 장

신구는 <Fig. 5>처럼 의상 및 인형과 세트인 한정판(Li-

mited Edition), <Fig. 6>처럼 의상과 세트인 소품, 또는

<Fig. 7>처럼 인형을 홍보하기 위한 비매품으로 제시되

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현재 구체관절인형 전통장신구

제품들은 개체수가 적고 고증정확성이 낮거나 시대가

한정되어 의상과 다양한 조합을 이루기 어렵다.

<Table 1>은 <Fig. 5>−<Fig. 6>을 포함해 최근 판매

되었거나 판매중인 인형용 전통장신구 현황이다. 대부

분의 인형의상과 장신구는 온라인으로 판매되므로, 규

모가 큰 국내 인터넷 샵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2~5만 원 대의 신발과 가체를 제외하면 장신구 단품들

은 대부분 2천 원~1만 원 이하의 가격대에 판매된다. 오

리엔탈 퓨전 스타일과 조선 후기 스타일이 대부분이고,

고려 스타일의 장신구는 아직 판매되지 않은 상태이다.

전통의상은 대부분 세트로 제작되어 판매되므로, 고려

스타일의 인형복식 역시 찾기 어렵다.

이 연구는 고려 장신구 고증디자인을 중심으로 시판

인형장신구와의 차별화를 도모한 연구이며, 은상서 이

현에 대한 기록에 의거하여 은을 이용한 고급제품 디자

인에 중점을 두었다. 이 경우 재료비와 수공비가 높아 대

량생산이 어려우므로, 결과물은 고증의상과 세트인 오더

메이드(Order made) 형식으로 구상되었다. 그러나 인형

문화상품의 특성상 소비자 접근성을 간과하기는 어렵다.

현재 구체관절인형 시장을 관찰하면 점차 청소년층의 인

형과 물품 구입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Hwang(2007)에

의하면 조사대상인 구체관절인형 소장자의 68%가 고등

학생이었다. 외부 제작자의 의견을 참고하면 이 연구의

결과물은 1점에 약 5~6만 원 전후로 가격책정이 가능하

므로, 성인수집가를 위한 오더메이드 세트 외에 청소년

을 위한 단품으로도 제시될 예정이다. 인형 소장자가 청

소년인 경우에는 단품을 스스로 구입하거나 선물받아 인

형 뿐 아니라 자신의 한복과 정장에 착용할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고 가격부담을 가급적 낮추

기 위한 방법이다.

연구결과물은 머리장식이 많고 방울을 선호하던 고려

여성복식의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머리 둘레 9~10inch

인 성인여성형 인형을 위한 고증장신구로 제시될 것이

다. 인형의 머리와 몸에 14세기의 초상화와 불화에 나타

난 비율로 착용시킬 수 있으며 인형 소장자도 착용할

수 있게 구상되었다. 더 나아가 결과물은 일반소비자들

의 전통인형의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제품으로, 착

용상황(T.P.O)에 따라 선행논문(Choi, 2011b)에서 제시

된 고려 말기 인형의상과 조합하여 연출할 수 있다.

IV. 구체관절인형 장신구 고증디자인 및

가발, 의상과의 코디네이션 제시

선행연구(Choi, 2011b)에서 제시된 인형의상은 단저

고리, 장저고리, 반비, 대수포, 대금포, 치마, 요군, 넓은

바지형 속곳이며, 고려불화, 불복장 유물, 소수의 고려

Fig. 5. Doll accessory in

the late Joseon style:

‘The Empress of Corea’.

LE 10 set.

From Model doll. (2013).

http://www.dollmore.com

Fig. 6. Doll's Joseon bokgun of

‘Jubangsil doll's hanbok’:

‘HDF hanbok’.

From Clothes. (2013).

http://doll.luts.co.kr

Fig. 7. Doll accessory

for display in Joseon

fusion style: ‘Ryuhwa’.

From Harmony. (2013).

http://www.littlemonic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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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유물과 명의 유물을 참고한 의상이다. 형태와 착용

목적이 뚜렷하고 다양한 상황에 따라 조합할 수 있는 아

이템을 중심으로 선정해 재현도와 활용도를 높였다. 착

용상황을 고려하면, 고려불화의 여성공양인 복식인 대

수포 차림은 불교행사를 비롯한 큰 행사에 착용하는 의

례용 정장예복, 하연부인과 조반부인의 대금포 차림은

초상화 제작 등의 일상행사용 정장예복, 원의 궁녀들이

일상 궁중생활에서 장저고리와 함께 궁의(宮衣)로도 착

용한 고려 스타일 방령반비 차림은 평상예복 및 일상적

인 외출복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만, 공양물을 바치는

<Fig. 10>의 <수월관음도> 여성공양인 복식은 포 없는 장

저고리와 치마 차림이다. 이는 착용상황만으로 보면 의

례용 정장으로 보이지만, 의복 특성을 고려하여 평상예

복 겸 외출복으로 분류하였다.

고려의 현존자료 중 불화에는 머리장식류가 다수 표

현되었고, 조선시대 복식에는 자잘한 구슬로 장식한 댕

기와 슬란(膝欄) 등의 몽골 스타일 복식소품유물이 존재

하며, 실물유물로 방울과 금속장식류가 남아있다. 이를

토대로 5종의 장식을 선정하였다. 이 5종의 장식은 인형

의 머리에 맞게 길이 5~11cm로 재구성된 고려불화의

Table 1. Doll's traditional ornament goods in Korean internet shops

Shop Items (Number) Main material Period Note

Romidoll

(http://www.

romidoll.com/)

Fusion Binyeo (44)

Fusion hair ornaments (134)

Norigae & hat (122)

Embroidery (102)

Embroidery, Satin,

Metal casting,

Chinese enamel

Joseon

(fusion)

 On sale (contains sold-out

goods)/Not for ball jointed

doll's, for fabric dolls

Dollmore

(http://www.

dollmore.com/)

Norigae (5) Knot, Embroidery
Joseon

(fusion)
 Sold out

Oriental wigs (5)
Synthetic hair,

Chinese enamel
Fusion On sale (2), Sold-out (3)

Danggi (2) Dyed linen Late Joseon Set with costume

‘Cream cascade’, ‘Red flame’,

‘Haram’ (Wig/Ornaments) (3)

Embroidery, Synthetic

stone, Metal casting

Shinra

/Orient

(fusion)

Set with costume/‘Haram’ is

a Limited Edition with doll

‘The Empress of Corea’ set

(Tteul-jam/Ueryeo Jokduri/Binyeo) (1)

Satin, Synthetic stone,

Metal casting
Late Joseon

 Set with costume & doll/

Limited Edition

Rosebud Binyeo (1) Satin, Gold color paint  Joseon

Baessi hairband (2) Satin, Brocade
Joseon

(fusion)

Luts

(http://doll.

luts.co.kr/)

Korean men's shoes (7) Jacquard 
Joseon

(fusion)

Bokgun (2), Baessi (1), Norigae (8)
Silk, Embroidery,

Synthetic stone
Late Joseon

Set with costume

(Contains costumes of

‘Jubangsil doll's hanbok’)

Wrist band (1) Silk Fusion Set with costume

Ayam (1) Silk, Embroidery Late Joseon Set with costume

Iplehouse

(http://www.

iplehouse.com/)

Oriental accessories (3)
Knot, Synthetic stone,

Metal casting
Fusion

Sold out (Set with costume

& doll, Limited Edition)

Korean wig/Hairpin/Norigae (1)

Synthetic hair,

Embroidery, Knot,

Synthetic stone

Joseon

(fusion)

Sold out

(Set with costume & doll)

Ayam/Norigae/Shoes (1)

Bokgun/belt/Shoes (1)
Silk, Synthetic gilt

Late

Joseon
Set with costume

-Focusing on the big Korean internet shops which handle doll's ornaments 

-Excluding goods for display, doll's ornaments for Kimono, and for Chinese costume

(September, 2010 - Apri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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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화장식, 무리구름장식, 보상화장식, 하연부인 초상화

에 묘사된 화병(花甁) 비녀, 오구라 컬렉션의 동물인면

(動物人面)장식을 응용한 지름 2.7cm의 방울이다. 인형

의상의 착용상황(T.P.O)과 일치하며, 비교적 정확한 형

태가 남아 재현하거나 응용하기 쉬운 불화, 초상화, 실

물유물장신구를 중심자료로 선택한 것이다. 고려 말의

특성인 관념적인 불교문화, 고려 말에 선호되던 길상문

양, 14세기 귀부인의 복식문화, 실물유물의 형태, 규방

문화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적을 겸한 축귀사상을 연구

결과물인 장신구에 반영했으며, 실용성과 장식적 효과를

고려하였다. <Fig 9>, <Fig. 11>, <Fig. 13>, <Fig. 15>,

<Fig. 17>, <Fig. 19>−<Fig. 21>에 제시된 연구결과물은 세

트 외에 단품으로 선택될 수 있고, 선행연구(Choi, 2011b)

에서 제작된 인형의상과 조화를 이루며, T.P.O에 따라 다

양하게 연출되는 동시에 인형 소장자도 착용할 수 있도

록 고안되었다.

몽골의 영향을 받은 슬란과 댕기 류는 제작비용이 높

을 뿐 아니라 조선 후기까지 형태가 이어진 유물도 다수

존재하므로, 오히려 경제성과 14세기 고려 문화상품으

로서의 시각적 독자성이 적다고 생각되어 디자인 재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고려 불복장 유물에 단위

문이 층마다 엇갈려 배치된 탑자문 직물이 자주 나타나

는데, Sim(2009)은 “금은사로 제직된 고려 금탑자는 원

의 영향을 받은 것이지만, 원의 탑자가 2가지 이상의 문

양이 혼합된 단위문인데 비해 고려 탑자는 소형 단일문

으로 이루어진 것이 특징”임을 밝혔다. 이를 참고하여

고려불화에 빈번히 묘사된 금빛 원형 수파(水波)문양을

인형용 대수포에 탑자 형식으로 배치하여 몽골 스타일

과 불교문화를 동시에 반영했으며(Choi, 2011b), 장신구

와 함께 연출하였다.

현존하는 고려복식자료를 보면 머리장신구가 다수 묘

사되어 있으며, 이를 토대로 연구된 결과물을 인형에 적

용하려면 고려 스타일의 인형가발이 필요하다. 모든 가

발을 다루기는 불가능하므로, 고려 말 불교문화와 관련

된 고려불화에 나타난 가발 1점, 실제 생활을 다룬 귀부

인의 초상화에 나타난 가발 1세트, 정수리 부분의 얹음

머리를 표현하기 위한 부분가발 1점을 가체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제작하였다. 시판되는 인조모발과 기본형인 긴

가발이 인형용 고증가발 제작에 사용되었다.

고려불화 가발은 <Fig. 11>, <Fig. 13>, <Fig. 15>, <Fig.

19>에 제시되었다. <미륵하생경변상도>에 묘사되었고

목덜미에 몇 덩이의 쪽머리를 만들어 둥글린 스타일인

데, 고려불화에서 여성공양인의 머리형으로 빈번히 묘

사되며 원(元)의 남성과 미혼 처녀가 공유하던 몽골식 변

발인 <Fig. 8>의 쉬벨괼(shibülger)과도 유사하여 시대적

특징을 잘 보여준다. 이 가발과 함께 쓰인 <Fig. 11> 우측

사진의 정수리 가체는 시판 달비이며, 시판 제품에도 연

구결과물인 장신구를 조합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연출

예이다.

고려불화보다 실생활과 밀접된 자료로 <하연 부부 초

상>을 보면 <Fig. 16>처럼 화병(花甁) 모양의 비녀를 장

식한 하연부인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머리에 검은 예모

(禮帽)를 덧쓴 모습인지 가체 자체를 표현한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이 형태를 실생활과 관련된 고려 귀

부인 가발로 선정하여, <Fig. 9>의 좌측처럼 인조모발로

만든 정수리 부분가체와 루츠(Luts) 사의 기본형 긴 가

발을 재가공하여 땋아 제작한 하단가발을 조합하는 형

태로 시험 제품을 의뢰했으나, 합체된 가체의 중량이 무

거워 인형의 머리에 고정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였

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시판 인형가발 중에 형태가 비

교적 이와 유사한 <Fig. 17>의 돌모아(Dollmore) 사 판매

제품(London Brn Black)을 대신 연출에 이용하여 시판

Fig. 8. Shiblüger of

Yuan Sung-jong Temur,

Taipei Palace Museum.

From Chang and Liu. (2004). p. 71.

Fig. 9. Wig set for lady Hayeon style 

(left), Hairpiece (right).

Photographed by the author.

(May 2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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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발과 연구결과물 장신구 간의 호환성을 높였다. <Fig.

9>의 우측은 수주 제작된 얹음머리용 부분가발이며, 다

소 중량이 무거우나 시판 가발에 고정되었으므로 <Fig.

11>의 가운데 사진 연출에 이용하였다.

<Fig. 11>, <Fig. 13>, <Fig. 15>, <Fig. 17>, <Fig. 19>의

의상과 장신구 코디네이션 사진은 고려불화 및 14세기

사대부 부인 초상화의 복식을 참고로 한 연출 예이다.

그러나 특정 자료를 그대로 재현한 것은 아니며, 가능한

한 다양한 고려 복식문화의 T.P.O 조합을 제시하기 위한

예시이다. 모델은 신장 60cm 전후, 머리둘레 약 9.5inch

인 이플하우스(Iplehouse) 사의 ‘Gentle Freezia’와 돌모아

(Dollmore) 사의 ‘Risa Lubik’ 타입이다.

1. 연화(蓮花)형 머리꽂이와 평상예복 코디네이션

연화형 장식은 고려 말 불교문화 절정기의 복식특성을

잘 드러내며, 고려불화의 여성공양인이 보편적으로 착용

한 장신구 중 하나이다. <Fig. 10>의 <수월관음도>의 여

성공양인은 고려 말기 복식인 장저고리와 금(錦) 치마를

입고, 올림머리에 은제(銀製)로 추정되는 연화형 머리꽂

이를 부착했다. 연화는 14세기의 고려불화에 형식적으

로 묘사되던 장식일 수 있다. 그러나 여성공양인의 의상

이 고려 말기의 전형적인 평상예복 스타일이므로, 연화

형 머리꽂이가 실제로 착용되었을 가능성도 높다.

인형용 연화형 머리꽂이는 퇴색시킨 도금 은과 홍산

호를 쓴 총길이 6cm의 장식으로, <수월관음도>의 여성

공양인처럼 쪽머리와 앞머리에 고정시킬 수 있다. 평상

예복 겸 공양을 위해 외출할 때 입는 장저고리, 넓은 치

마, 수주 제작된 부분가발 및 고려불화 가발과 연출한 예

는 <Fig. 11>과 같다.

<Fig. 11>의 장저고리는 품이 넓고 소매가 곡배래인

산동곡부공자박물관의 명대유물을 참고한 제작품인데,

<수월관음도>의 복식과는 다르나 조선의 당의(唐衣)와

형태가 비슷하며 방령반비와 함께 원에서 명으로 이어

진 고려양의 흔적일 가능성이 있다(Choi, 2011b). 꽂는 부

분은 원래 착용하기 쉽게 납작한 빗살 형태로 구상되었

으나, 수주 과정에서 전달오류가 발생하여 일반적인 채

형태로 완성되었다.

2. 무리구름(骨朶雲)형 머리꽂이와 의례용 정장예

복 코디네이션

고려 말의 생활상이 묘사된『原本 노걸대』(Chung,

2004)의 번노(飜老) 72에는 ‘총백색 골타운(白骨朶雲)’,

『譯註 朴通事諺解』(Bian, 1677/2012) 14에는 ‘팔보를 새

긴 골타운 직금 라(嵌八寶骨朶雲織金羅)’처럼 무리구름

(骨朶雲)형 직물문양 명칭이 나타나며(Choi, 2013), 고려

말 직물유물에서도 유동적인 무리구름형 문양이 자주 발

견된다(Kim & Cho, 2005). <Fig. 12>의 <미륵하생경변

상도>에서 대수포(大袖袍)를 입은 여주인의 장신구 역시

조선시대의 직물유물에 자주 보이는 정형화된 사합운두

(四合雲頭) 무리구름문양과 유사하다. 착용자의 의복과

상황을 보면 귀부인의 불교의례용 정장 장식으로, 시대

적 특징을 반영하는 형태로 여겨진다.

인형용 무리구름형 머리꽂이는 앞서 언급된 은상서

이현의 일화를 참고하여 채 형태의 꽂이로 재현되었다.

<Fig. 12>를 보면 금과 산호가 쓰인 듯 하나, 문화상품으

로서의 시각적 효과와 합리적인 비용책정을 위해 금도

Fig. 10. Lotus hair ornament of

women praying in <Suweol-kwaneum-

do>, Daitokuzi, Japan, 14
th

 century.

From Kikutake and Chung.

(1997). p. 156.

Fig. 11. Doll's lotus hairpin and the 

coordination with doll costume of ladies' 

semi-formal wear style in late Goryeo.

Photographed by the author.

(March 2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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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후 광택을 자연스럽게 퇴색시킨 은, 홍산호, 담수진주,

짙은 청색의 청금석, 적갈색 사금석 등의 시판원석과 실

크리본을 조합하여 응용 제작된 디자인이다. <Fig. 13>은

<미륵하생경변상도>의 여주인처럼 불전에 공양을 드릴

때 착용하는 의례용 정장예복인 대수포(大袖袍), 요군(腰

裙), 단저고리, 치마 및 수주 제작된 고려불화 가발을 무

리구름형 머리꽂이와 함께 조화시킨 모습이다.

3. 보상화(寶相華)형 장식과 의례용 정장예복 코

디네이션

14세기의 고려불화를 관찰하면 <Fig. 14>처럼 보상화

(寶相華) 형태로 추정되는 장신구도 다량으로 나타난다.

이 역시 고려불화의 전형적인 화법으로 그려진 가상(假

想)의 장식일 수 있으나, 불전에 공양예물을 바칠 때 착

용하며 불교국가인 고려의 중요한 행사에 사용되는 의

례용 장식이므로 디자인 자료로 선택하였다.

<Fig. 15>는 보상화 형태의 머리장식이 다량으로 사

용된 <Fig. 14>의 좌측 여공양인의 복식을 참조하여, 도

금 후 퇴색시킨 인형용 은제 보상화 장식 및 미색 플라

워 카빙(Flower carving) 원석과 홍산호 및 담수진주로

재현된 인형용 핀 스타일 장식을 <Fig. 13>과 같은 의례

용 정장예복인 대수포, 단저고리, 치마, 요군 및 수주 제

작된 고려불화 가발과 코디네이션한 모습이다. 미색 플

라워 카빙 원석장식은 가발 제작자가 제작한 탈부착형

부속품이다. 재료를 모두 은제로 설정하면 가격이 과도

Fig. 14. Goryeo lady prayer's

hair ornaments in <Miruk-

hasaengkyoung-beonsang-do>,

Shinnouin, Japan, 14
th

 century.

From Kikutake and Chung.

(1997). p. 293.

Fig. 15. Doll's Buddhist flower

hair ornament and the coordination

with the doll costumes of ladies'

formal wear style in late Goryeo.

Photographed by the author.

(March 23, 2013).

Fig. 12. Hair ornament of novel 

women praying in <Mirukhasaeng-

kyoung-beonsang-do>,

Shinnouin, Japan, 14
th

 century.

From Kikutake and Chung.

(1997). p. 138.

Fig. 13. Doll's cloud-shaped 

hairpin and the coordination

with doll costume of formal 

ladies' wear in late Goryeo.

Photographed by the author.

(March 2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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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상승하므로, 부득이 일부를 시판 원석으로 수주하

여 경제성을 고려하였다.

4. 화병(花甁)형 비녀와 사대부 귀부인의 행사용

정장예복 코디네이션

활짝 핀 꽃, 꽃받침, 꽂병으로 이어지는 대칭형 도안

의 긴 비녀는 불전 등에 바치는 공양화를 형상화한 장

신구로 추정된다. 앞서 밝혔듯 이 형태는 전주박물관의

고려봉잠, 14세기 사대부 귀부인 정장을 묘사한 <하연

부부 초상>, 『국역 악학궤범 II』(Sung et al., 1493/1978)

권 9의 여기복식(女妓服飾) 중 “금을 쓰거나 도금하여

진주와 여러 색의 랄주(剌珠) 또는 가주(假珠)로 꾸민(箴

用金或鍍金, 以眞珠及雜色剌珠識之, 或用假珠)” 여기용

잠(箴)을 묘사한 도판에도 나타난다(Choi, 2008). 총길

이 22.3cm인 전주박물관의 고려봉잠(TNFMK, 1995)을

참고하면 규모가 큰 얹은머리에 적합한 비녀이며, <Fig.

16>처럼 초상화를 그리기 위한 사대부 귀부인의 정장용

또는 궁중기녀의 예장용 장식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성

장(盛粧)에 사용하는 비녀였을 것이다.

인형용 비녀의 길이는 약 11cm이며, <Fig. 17>처럼 머

리둘레 9~10inch인 인형의 가체에 맞는 사이즈이다. 보

석은 탈락되었으나 형태는 온전하게 보전된<Fig. 1>의

전주박물관 고려봉잠 및 <하연부부 초상>에 나타난 <Fig.

16>의 비녀를 참고로 한 것이다. 여기복식 잠(箴)에 대한

묘사를 참고하여 은에 도금한 후 고풍스러움을 더하기

위해 퇴색 기법을 더했고, 담수진주, 홍산호, 짙은 청색

청금석, 터키석, 황옥, 녹옥 등 여러 색상의 시판 천연석

과 합성원석을 사용하였다. <Fig. 17>은 초상화 제작을

포함한 일상행사용 정장인 대금포(對襟袍), 단저고리, 치

마, 속곳과 구름형 장식을 조화시킨 모습이다. <Fig. 9>

좌측의 하연부인 가발세트는 중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돌

모아 사의 시판 가발(London Brn Black)이 연출에 이용

되었다.

5. 동물인면(動物人面) 방울장식과 평상예복 및 외

출복 코디네이션

12세기의 『고려도경』(Xu, 1124/2005) 귀부(貴婦)에는

“....(고려 부인은) 채색끈에 금방울을 달고 비단향낭을

차며 많을수록 부귀한 가문으로 여긴다(....加以采條金鐸

佩錦香囊 以多爲貴富家.)”고 기록되었다. 원의 영향을 벗

어나던 14세기 후반 무렵에는 이전의 고려 풍습이 상당

부분 부활되었으므로, 방울을 즐겨 착용한 12세기의 풍

습도 고려 말기의 개혁정책에 힘입어 14세기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어 연구대상으로 선택하였다.

인형용 방울장식의 용도는 노리개형 허리장식이다. 지

름 2.7cm 가량으로 <Fig. 18>과 같이 오구라 컬렉션의 고

려 동물인면(動物人面)장식과 범어 방울형태를 조합한

형태이며, 금 대신 은을 퇴색시켜 가격을 낮추고 고풍

스러움을 표현했다. 호랑이를 닮은 고려 인면장식을 응

용해 시대적 특성을 살리는 동시에 규방문화에서 간과할

수 없는 축귀(逐鬼)의 의미를 포함시켰다. 방울은 고려

여인복식의 주요 장식이었으므로, <Fig. 19>처럼 장저고

리와 치마를 입는 평상예복 차림, 원(元)의 고려양(高麗

樣) 복식으로도 유행했던 여성용 방령반비(方領半臂) 평

상예복 차림, 또는 포를 덧입는 외출복 차림에 고려 스

타일의 가발과 함께 인형에 착용시킬 수 있다.

디자인 결과물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인형 소

장자와 인형의 공동착용 가능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소

장자는 결과물을 한복 또는 <Fig. 20>−<Fig. 21>처럼

일상 정장에 착용할 수 있다. 연구결과물은 현재 구체

관절인형 패션상품시장의 주류인 퓨전 오리엔탈 장신

구의 단점인 부족한 고증을 보완하고 소장가치를 높이

는 데 목적을 둔 것으로, 전통패션문화상품 교육자료로

도 활용될 수 있다.

6. 결과 및 개선점

<Table 2>는 결과물의 특성과 코디네이션 예를 정리

Fig. 16. The Binyeo

of Lady Hayeon

(Library of Tenri

University in Japan).

From Lee.

(2009). p. 308.

Fig. 17. Doll's vase-shaped 

Binyeo of late Goryeo style 

and the coordination with 

another formal ladies' wear 

for dolls in late Goryeo style.

Photographed by the author.

(March 2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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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 대부분의 장신구가 의상과 조화를 이루어 인

형의 머리와 몸에 잘 맞는 편이었고 T.P.O에 적합한 모

습이 나타났다고 판단되나, 연구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점은 다음과 같다.

고려 후기 스타일의 머리장식을 연출하기 위해 연구

자가 전통가체 전문가에게 의뢰해 인형가발을 제작했으

나 무게가 무거웠고, 특히 하연부인 가발세트는 큰 가체

와 장신구의 무게 때문에 인형의 머리에 고정되지 않고

뒤로 벗겨져 의상의 넓은 깃 뒷부분을 짓누르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를 대신하여 일부 연출에는 시판 가발을 사

용했으며, 수주 제작 가발 중 비교적 가벼운 고려불화 가

발에도 고정용 벨크로와 실리콘 캡을 함께 사용해야 했

기 때문에 가발이 다소 들뜨거나 부피감이 늘어났다. 또

한 연구자와 제작자의 의견교환 시 발생하는 오차를 막

기 위해 연구자가 디자인과 사이즈를 모두 고증하여 러

프스케치와 도식화로 제시했으나, 약간의 착오가 발생

하여 연화형 머리장식의 끝부분이 빗살 형태에서 채 형

태로 변형되었다. 고급재료를 기본으로 하되 합리적인

가격설정을 위해 일부 장식에는 시판 원석이 포인트로

이용되었고, 이러한 제작과정의 문제로 인해 색상과 재

료의 일부분이 연구자의 처음 의도와 달라지는 경우도

나타났는데 이는 추후에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이다.

V. 결 론

이 연구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연구분야인 고려 말

기 여성용 장신구를 현재 주목받는 시장인 구체관절인

형용 장신구로 응용재현하고 착용상황(T.P.O)에 따른 의

상과의 코디네이션을 제시하여 패션문화상품과 전통복

식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연구이다. 고려 말기의 특

성인 불교문화의 융성과 원(元) 몽골 스타일의 영향 극복

및 14세기 귀부인의 복식문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14세

기 고려불화의 여성공양인 복식, 일본 오구라 컬렉션의

고려유물, 초상화에 나타난 14세기 상류층 여성복식의 특

성 및 문화상품으로서의 심미성과 실용성이 표현되도록

구상하였다.

연구자의 고증디자인을 거친 후, 불교문화와 고려유

물의 특성 및 14세기 상류층 여성의 복식문화를 가장 잘

나타내며 실용성과 심미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5가지의

장신구-연화형 머리꽂이, 무리구름형 머리꽂이, 보상화

장식, 화병(花甁)형 비녀, 동물인면(動物人面)형 방울장

식-및 고려불화와 14세기 초상화의 머리모양을 참고한

Fig. 20. Application 

example as traditional 

hair ornaments

for doll owner.

Photographed by the author.

(March 7, 2013).

Fig. 21. Application 

example as a traditional 

pendant ornament

for doll owner.

Photographed by the author.

(March 23, 2013).

Fig. 18. Doll's bell of animal-

human face of late Goryeo style.

Photographed by the author.

(March 23, 2013).

Fig. 19. The coordination of bell ornament 

with ladies' long jogori, wide skirt, and

half-sleeved jacket of late Goryeo.

Photographed by the author.

(March 2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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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용 가발이 외부 수주로 제작되었다. 시각자료와 문

헌자료를 참고하여 은, 실크, 각종 원석과 인조모발이

주재료로 사용되었고, 인형용 문화상품으로서의 시각적

효과가 중시되었다. 아울러 일반소비자의 흥미를 높이기

위해 고려 말기 여성용 고증인형의상과 장신구를 조합하

여 상황에 따라 의례용 정장예복, 행사용 정장예복, 평상

예복과 외출복으로 나누어 연출한 코디네이션 예를 제시

하였다.

제작가격이 높은 패션문화상품의 타겟은 희소성과 소

장가치를 중시하는 소비자로 제한될 수 있다. 연구결과

물은 이 한계를 보완하고 청소년과 젊은 소비자를 고려

하기 위한 것으로, 인형용 장신구인 동시에 인형 소장

자도 한복과 정장과 착용할 수 있으며 세트와 단품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구상되었다. 또한 합리적인 가격설정

을 위해 일부 재료가 참고자료와 다르게 변경되었다. 외

주 제작인 경우에는 시제품의 세부에 연구자의 의도와

다른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업체와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토의가 필요하며, 이를 개선하는 것을 이후의 연

구과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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