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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e study aims to suggest new skirt designs through a modernistic application of the silhouette 
of Hanbok skirts. It also aims to promote the aesthetic beauty and excellence of Hanbok to the 
world by using Hanbok skirts that best express the beauty of Korea as motifs, and to promote a 
pride in Korean culture through a reinterpretation of Hanbok skirts. The study was focused on 
examining Hanbok skirts from the Three Kingdoms era to the Joseon Dynasty, and the skirts in 
each era were compared to western silhouettes to suggest design center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ilhouette. As for the theoretical background, shape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waist-grip, the width and length of a skirt, wrinkles and ornamental lines, before being compared 
to skirt silhouettes of western costume.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Hanbok skirt silhouettes in 
the Three Kingdoms era were similar to the A-Line silhouette of western costume, the Empire 
silhouette of unified Silla, the H-Line silhouette of the Goryeo Dynasty, the Bell-Line silhouette 
of the Joseon Dynasty and the Bustle Style applied to ceremonial costume in the early Joseon 
Dynasty. The researcher suggested five skirt designs by applying the above-mentioned five silhou-
ettes, confirming the research premise that Hanbok skirt silhouettes are as diversified as those 
found in western costume. Designs were suggested for each silhouette, and are expected to lead 
to the development of designs befitting future trends and concepts through detailed research and 
development on Hanbok skirt silhouet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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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목적
복식은 문화적 산물로서 역사와 그 흐름을 같이

한다. 우리 민족의 복식은 민족의 역사와 같이 시작

되었으며, 그 흐름과 함께 변화되어 입혀져 왔다.

따라서 한복이라는 우리의 민족 복식 역시 현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하고 입혀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

럽고 당연한 일이다. 이런 맥락으로 개화기를 상징하

는 흰 저고리의 검정 치마부터 개량한복들은 계속해

서 연구되어져 왔으나, 풍성하고 긴 치마 등이 현재

의 생활양식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면되어져 왔

던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상황들이 최근 각 민족의 고유한 역사

성, 전통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한류 열풍, 사극

열풍 등이 불면서 다시 그 맥을 이어가려는 연구에

박차가 가해지고 있다. 산업적이고, 도시적인 서구화

에 반하는 자연친화적이면서도 독특한 한복의 특성

에 주목하여, 이를 활용한 디자인 연구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 중 하나가 한복을 문양, 배색, 소재,

아이템, 이미지 등 다양한 요소들로 분석하여 구체적

인 한국적 모티브를 찾고 이를 응용하여 새로운 디

자인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많은 국내외 디자이너들

에 의해 시도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맥락에

서 한복 치마의 모티프를 찾아 현대적으로 응용하여

패션 디자인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한국의 미를 가장 잘 나타내는 한복 치마를 모티브

로 삼아 한복 치마의 재해석을 통하여 한복의 미적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우리 문화에 대

한 자긍심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선행연구로, 권순교는 전통복식의 현대적 활용화

를 위한 웨딩드레스 디자인 연구에서 조선시대 한복

의 조형적 특성을 형태미와 내용미로 나누어 살펴본

후, 이를 웨딩드레스에 적용하여 4벌의 웨딩드레스

디자인을 제시하였고1), 구남옥은 ‘한복치마의 가변성

(可變性)을 이용한 디자인 연구’를 통해 한복 치마의

종류와 특징을 분석하여, 그를 이용해 4가지의 새로

운 디자인을 제시하였다.2)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한복의 실루

엣을 서양의 실루엣과 비교하여 살펴본 연구까지는

있었으나 디자인 전개로까지 연결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고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

지의 한복치마를 연구 범위로 설정하고, 시대별로 서

양의 실루엣들과 비교하여, 각각의 실루엣의 특징을

살려 디자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한복 치마의 시대별 실루엣을 나누고, 서양

의 실루엣들과 비교하였다. 범위는 고대 삼국시대부

터 조선시대까지이며, 각종 문헌과 유적, 유물 사진,

선행 연구 등을 토대로 살펴보았다.

둘째, 국내외 컬렉션들과 화보, 연예인들의 시상식

드레스 등을 통하여 한복을 응용한 국내외 디자인

사례를 분석하였다.

셋째, 앞 연구를 토대로 각각의 실루엣 별로 특징

을 살려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한복을 구성하는 아이템은 크게 상의인 저고리,

하의인 치마와 바지로 나눌 수 있다. 아이템 별로 하

나씩 살펴보면 각각의 특징이 있어, 현대 패션이나

기타 의복과는 다른 구성요소들이 보인다. 이중 한복

의 치마는 기타 의복과의 차이가 확연한 다른 아이

템들에 비해 특징이 적어 보이나, 한복을 응용하여

발표하는 디자이너들의 다수가 한복 치마에서 영감

을 받았다. 그 이유는 그 단순한 구성의 치마에서 가

장 한국적인 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의 미를 흔히 “곡선의 미"라고 하는데 이것은

산의 능선을 따라 고요하게 흘러가는 처마 끝의 곡

선처럼 자연과 분리되지 않고 자연과 어우러지게 나

타난다. 즉 한국적인 미는 자연스러움이라 할 수 있

을 것이다. 금기숙의 조선복식미술에 따르면, 한복의

치마는 평면으로 재단이 되지만, 인체에 착장되는 순

간 자연스럽게 곡선의 실루엣을 형성하며, 착장자의

체형에 따라, 움직임에 따라 율동적인 곡선을 형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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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3) 이것이 한복 치마에서 별다른 장식이 없

어도 한국적인 아름다움 느낄 수 있는 이유이다.

여기에 허리선의 위치와 입는 방법의 미묘한 차이

로 같은 구성의 치마로도 굉장히 다른 실루엣이 연

출되며 입혀져 왔다. 이 실루엣들은 우리가 흔히 서

양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알고 있던 실루엣들과 유사

하다. 이는 한복 치마의 실루엣 역시 서양의 실루엣

만큼 다양한 변형의 가능성이 있다는 말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시대별 대표적 유물 자료

를 통해 한복 치마의 실루엣을 알고, 그와 유사한 서

양의 실루엣을 찾아 비교하여 보았다.

1. 한복치마의 시대별 실루엣 분석
흔히 한복 치마는 허리 말기가 가슴까지 올라와

여며지는 형태 하나로만 생각하지만, 우리 역사가 길

었던 만큼 한복 치마도 나름대로 형태의 변화가 있

었다. 본 연구에서는 허리 말기의 위치, 치마폭의 너

비와 기장, 주름과 색동 라인의 유무 등을 기준으로

형태를 분류하였다.

1) 삼국시대(4C~7C 중엽)

고구려 쌍영총, 장천 1호분, 수산리 고분 벽화4)

등을 통해 확인되는 삼국시대의 치마 형태는 치마

말기가 허리 부근에 오고, 허리에서부터 아래로 향할

수록 점차 치마폭이 넓어지는 형태이며, 직선적인 주

름이 치마 전반에 세밀하게 잡혀있거나, 색동의 조각

들이 이어져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5),

<그림 2>6)

2) 통일 신라 시대(7C~9C)

통일 신라 시대의 여성 복식은 당나라 복식의 영

향을 받아7) 저고리 위에 치마를 여며 입는 형태로

나타난다.8) 경주에서 출토된 토용을 보면, 치마 말기

가 가슴까지 올라와 저고리 밖에서 여며지며, 주름을

따로 잡지 않고, 억지로 부풀리지 않아 자연스럽게

흐르듯이 떨어지는 선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9),

<그림 5>10)

3) 고려 시대(10C~14C)

‘치마를 입은 목우’를 토대로 살펴본 고려 시대의

여성 복식은 다시 저고리가 치마 위로 자연스럽게

덮이는 형태로 입혀진다. 이때는 긴 기장의 저고리가

포의 형태로 입혀지기 때문에 치마를 덮고 내려와

직선형의 실루엣을 형성하며, 치마 말기가 다시 허리

정도로 내려갔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7>11)

4) 조선시대(15C~ )

조선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한복 치마는

항아리 모양으로 부풀려진 실루엣이다. 조선 초기에

는 치마 말기가 허리 위치에 있었지만 점차 위로 올

라가 현재는 말기가 가슴에서 여며지는 것이 일반적

이며, 치마 말기에서부터 밑단까지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는 것이 특징이다. 이 곡선의 실루엣을 형성하기

위해 대슘치마와 무지기치마 등으로 치마를 부풀렸

으며, 신윤복의 미인도를 통해 그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12)

5) 조선시대 여성 의례용 치마(16C 출토 복식)

16세기에 출토된 정경부인 은진 송씨 의례용 치마

와 숙부인 원주 원씨 의례용 치마13)는 일반적인 조

선시대 한복과는 조금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 이 치

마들은 다른 치마들보다 길이가 긴데, 앞길이가 길면

보행에 어려우므로 접어 올리거나 다트 식으로 짧게

처리하여, 앞뒤 기장에 차이가 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11>14), <그림 12>15)

2. 서양 복식의 스커트 실루엣과 비교
1) 삼국시대(4C~7C 중엽) : A-line 실루엣 - 1955

년 크리스챤 디올

삼국시대의 치마 형태를 서양의 실루엣과 비교하

여 보면, A-line 실루엣과 같다.16) A-line 실루엣은

‘A’자 모양으로 위쪽이 작고, 옷 아래쪽을 향하여 넓

게 퍼진 실루엣으로, 크리스챤 디올이 1955년 봄 여

름 파리컬렉션에서 발표한 라인17)이 대표적이다. <그

림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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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 사진 서양 실루엣

<그림 1> 고구려 쌍영총

고분 벽화

- http://cafe.naver.com/

kogooryo/810

<그림 2> 수산릴 고분벽화

- http://blog.naver.com/

32restart?Redirect=Log&log

No=6929475

<그림 3> 크리스챤

디올의 1955년 A-line

투피스

- http://navercast.

naver.com/contents.n

hn?contents_id=671

2

<그림 4> 여인상,
8세기, 중앙박물관
소장, 경주에서
출토된 토용
- http://youngh
wan12.tistory.com/

3797

<그림 5> 당나라

여성 복식

- http://blog.na

ver.com/don0860?

Redirect=Log&log

No=50008596255

<그림 6> 루시앙

보나파르트의 첫번째

부인 크리스틴

부아이예 루브르

박물관 소장

- http://blog.naver.

com/jch0400?Redirect

=Log&logNo=601292

40179

<그림 7> 치마, 저고리를

입은 여자, 목우

- 우리옷 이야기, p. 77

<그림 8> 플래퍼룩

- http://navercast.

naver.com/contents.nhn

?contents_id=5993

<그림 9> 신윤복, 미인도,

간송 미술관 소장

- http://blog.naver.com/

123hmk?Redirect=Log&logNo

=130036148657

로

코

코

<그림 10> 18세기

로코코 스타일

- http://blog.

naver.com/babydol

l03?Redirect=Log&

logNo=5012569638

8

<그림 11>

버슬치마-숙부인

원주원씨 의례용 치마

- 우리옷 이야기,

p. 149

<그림 12>

다트치마-정경부인

은진송씨 의례용 치마

- 우리옷 이야기,

p. 149

빅

토

리

안

시

대

<그림 13> 버슬

스커트

- http://blog.

naver.com/babydol

l03?Redirect=Log&

logNo=5012627773

3

<표 1> 한복치마 실루엣의 시대별 분류와 서양복식의 스커트 실루엣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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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일 신라 시대(7C~9C) : Empire Style –

Empire 시대(1789~1815)

통일 신라 시대의 치마와 비슷한 서양 실루엣으로

는 나폴레옹 1세 시대(1789~1815)19)에 유행한 스타

일인 엠파이어 실루엣을 들 수 있다. Empire Style은

프랑스 혁명 전의 화려한 귀족풍에 반하는 자연스러

운 스타일로, 실루엣은 하이 웨이스트(high waist)에

좁고 긴 치마형태로, 이전의 바로크나 로코코 스타일

처럼 필요 이상으로 강조하고 부풀리기 보다는 여유

있으면서도 곧게 흐르는 듯한 선이 특징이다.20) <그

림 6>21)

3) 고려 시대(10C~14C) : H-line 실루엣

고려 시대의 실루엣은 직선형으로 H-line 실루엣

과 비슷하다. H-line 실루엣이란, 직선형의 편안한 실

루엣으로, 1920년대 플래퍼 룩(flapper look)이 대표

적이다.22) <그림 8>23)

4) 조선시대(15C~ ) : Bell-line 실루엣

조선시대부터 현재에 이르는 한복 치마와 비슷한

서양의 실루엣으로는 Bell-line 실루엣을 들 수 있다.

Bell-line 실루엣은 허리에서부터 밑단까지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는 실루엣으로, 마치 교회의 종과 같은

모양이다.24) 가장 대표적인 드레스의 실루엣으로, 르

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시대의 로브 대부분이 이

Bell-line 실루엣이고, 한복의 대슘치마와 마찬가지로

파니에(panier)25)이라는 원추형의 버팀대를 사용하여

치마를 부풀렸다. <그림 10>26)

5) 조선시대 여성 의례용 치마(16C 출토 복식) :

Bustle Style

조선시대 의례용 치마는 마치 서양의 Bustle Style

을 떠올리게 한다. Bustle Style이란, 19세기 말 서양

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강조한 스타일로, 치마의 앞

기장을 짧게 하여 활동성을 주면서도, 엉덩이의 버슬

부분을 히프 드레이프(hip drape) 혹은 히프 백(hip

bag)이라고 하여 리본, 브레이드(braid), 러플, 레이

스, 꽃 등을 사용하여 관능적으로 장식하였다.

서양의 Bustle 치마와 한복의 Bustle 치마의 차이

점은 서양에서는 장식을 덧대고 붙여서 실루엣을 완

성한 반면, 한복은 있는 그대로의 형태에서 앞자락만

걷어 올려 실루엣을 완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림 13>27)

Ⅲ. 한복 치마의 실루엣을 응용한
현대 패션 디자인 사례

한복 치마는 삼국시대에는 A-line, 통일 신라 시대

에는 Empire style, 고려시대에는 H-line, 조선시대에

는 Bell-line과 Bustle style과 같이 시대별로 각기 다

른 실루엣으로 입혀져 왔다. 이는 곧, 한복 치마가

다양한 변형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한복 치

마의 특성을 많은 디자이너들은 영감을 받고 그를

응용한 디자인 작품들을 발표하였다. 국내외 디자이

너들의 컬렉션, 화보, 연예인들의 시상식 드레스 등

에서 한복치마를 응용한 디자인 사례를 다음과 같다.

<그림 14>28)는 2008 S/S 서울컬렉션에서 발표된

디자이너 이영희의 예이다. 오렌지 빛깔의 치마 위에

푸른 톤의 치마가 풍성한 볼륨감을 형성하며 연출되

어 한복 치마 특유의 자연스러운 곡선미가 돋보인다.

오간자 소재29)에 천연염색 특유의 오묘한 빛깔이 깊

이감을 더해 고급스럽고 우아한 분위기를 내고 있다.

<그림 15>30)는 디자이너 이상봉의 2007 S/S 컬렉

션이다. 하이 웨이스트에 말기에서부터 형성되어 자

연스럽게 흘러내리는 주름은 한복 치마의 미를 잘보

여주고 있으며, 부드러운 페일 톤의 연보라색이 더해

져 여성스러운 실루엣을 나타내고 있다.

디자이너 캐롤리나 헤레라의 2011 S/S 뉴욕 컬렉

션의 컨셉은 우리나라의 ‘한복’으로, 저고리, 갓, 치마

등을 다양하게 재해석한 디자인들이 발표되었다. 그

중 위의 두 사진 <그림 16>31)과 <그림 17>32)은 한복

치마를 변형한 디자인으로, 가슴에 치마 말기가 오고

아래로 갈수록 풍성한 한복의 Bell-line 실루엣을 충

실히 재현하였다. 여기에 고름 등이 디테일로 차용되

어, 한복을 이용한 다양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했다.33)

<그림 18>34)과 <그림 19>35)는 여배우들이 시상식

때 입었던 한복 드레스들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연예



한국적인 모티프를 응용한 스커트 디자인 연구

- 145 -

<그림 14> 이영희 바람의 옷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

dir/2010/01/07/2010010701640.html

<그림 15> 2007 S/S 이상봉

- http://www.liesangbong.com/

<그림 16> 캐롤리나 헤레나 1

- http://cafe.naver.com/hanbokday/1629

<그림 17> 캐롤리나 헤레나

- http://cafe.naver.com/hanbokday/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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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김규리 한복

드레스2

- http://news.naver.com/

main/read.nhn?mode=LSD&

mid=sec&sid1=106&oid=11

7&aid=0002006757

<그림 19> 김민정 한복드레스

- http://blog.naver.com/kate2270?Redirect=Log&logNo=130125251785

인들인 만큼 각종 행사에서 한복을 응용한 드레스를

종종 선보여 한국의 미를 알리곤 하였다.

<그림 18>은 2009년 제45회 백상 예술대상 시상식

에서 김규리가 선보인 한복드레스이다.36) 누드 톤의

치마 위에 얇게 비치는 치마가 덧대어져 주름이 한

층 더 율동적으로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단아하면서

도 쇄골과 가슴을 드러내 섹시하며, 어깨에 매듭 장

식으로 다소 밋밋할 수 있는 디자인에 포인트를 주

었다.

<그림 19>은 2005년 제 10회 부산 국제 영화제에

서 선보인 김민정의 한복 드레스이다.37) 새하얀 백색

드레스에 회색 띠로 매듭을 주어 포인트를 주었고,

앞트임을 주어 걸을 때 다리가 드러나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어깨와 가슴, 다리를 드러내어 다소 파격

적일 수도 있는 디자인이지만 흰색과 회색의 은은한

조화와 고요한 한복의 실루엣이 단아한 멋을 더한다.

Ⅳ. 한국적인 모티프를 응용한 패션
디자인 전개

앞에서 살펴본 한복 실루엣을 응용한 현대 디자인

사례를 보면 각 디자이너의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

한 방법으로 디자인이 나타나고 있다. 치마말기가 가

슴까지 올라오는 형태로, 엠파이어 실루엣이나 조선

시대의 Bell-line 실루엣임을 알 수 있었다. 앞서 살

펴본 바와 같이 한복의 실루엣 역시 다양하게 나타

나며 그에 따라 디자인 변형이 가능하다. 본 연구자

는 한복 치마의 다섯 가지 실루엣을 하나씩 모티브

로 삼아 현대 패션 디자인을 전개하고자 한다.

삼국시대의 A-Line 실루엣에서는, A-Line 실루엣

의 형태와 직선적인 느낌을 살리고, 삼국시대 치마의

특징 중 하나인 색동이라는 색채효과를 응용하여 디

자인을 하였다. 삼국시대의 치마 는 치마 말기가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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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티브 색채 소재 실루엣 도식화 특징

<그림 20>

고구려

쌍영총

고분 벽화

면

-A-Line 실루엣

-직선적인 느낌

-색동의 색채효과를

응용

<그림 21>

여인상,

8세기,

중앙박물

관 소장,

경주에서

출토된

토용

사틴

실크

-말기가 가슴 선에

위치

<그림 22>

치마,

저고리를

입은 여자,

목우

울

-치마 위에 긴 포가

덮어 내려와

생기는 실루엣

<그림 23>

신윤복,

미인도,

간송

미술관

소장

울,

실크

-허리에서부터

둥글게 부풀려진

형태

<그림 24>

버슬치마-

숙부인

원주원씨

의례용

치마

노방,

큐

프

라

-앞자락과 뒷자락에

길이 차이

<표 2> 한국적인 모티브를 응용한 패션디자인 전개



服飾 第63卷 6號

- 148 -

리 부근에서 시작되어 발을 덮는 기장에, 아래로 향

할수록 점차 치마폭이 넓어지는 형태이며, 치마 전반

에 색동의 조각들이 이어져있다. 본 연구의 디자인에

서는 기장을 무릎 위로 올리고, 색동을 치마 전반이

아닌 포인트로 응용하였으며, 색동라인에 길이와 면

적 차이를 주어 현대적인 느낌을 살렸다.

통일신라시대의 Empire 실루엣에서는, 저고리를

안에 입고 치마가 그 위에서 여며지는데, 이때 말기

가 가슴까지 올라오는 것에 중점을 두고 디자인하였

다. 치마 말기를 가슴 선으로 올리고, 밑가슴 선에 여

밈 끈으로 배색을 주었다. 통일 신라의 치마에서는

따로 주름을 잡거나, 억지로 부풀리지 않아 선이 흐

르듯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느낌을 살리고자 말기 쪽에 다트분량만 턱으로 처리

하고,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선을 살리고자 하였다.

고려시대의 H-Line 실루엣은 치마가 일직선 형태

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치마 위에 긴 포가

덮어 내려와 생기는 실루엣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자 하였다. 고려 시대의 여성 복식은 다시 긴 기장의

저고리가 포의 형태로 치마를 덮고 내려와 직선형의

H-line 실루엣을 형성하고, 가슴으로 올라왔던 치마

말기가 다시 허리정도로 내려갔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본 연구의 디자인에서도 치마 말기를 허리로

내리고, 긴 기장의 포가 치마를 덮은 형상을 한쪽에

포인트로 응용하여 디자인 하였다.

조선시대의 Bell-line 실루엣은 허리에서부터 둥글

게 부풀려진 형태라는 것에서 디자인을 발전시켰다.

항아리 모양으로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부풀려진

조선시대 치마는 말기가 허리 위치에서 시작하여 시

간이 지날수록 점차 위로 올라가 현재는 가슴에 여

미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슘치마와 무지기치마 등으

로 치마의 실루엣을 완성하였다. 가슴 선에서 시작한

Bell-line 실루엣은 현대 디자이너들이 한복을 모티프

로 하여 디자인을 전개할 때 가장 많이 응용하는 실

루엣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의 Bell-line 실루

엣에서 치마 말기가 가슴에서만 시작한 것이 아니라,

허리에 위치한 시대도 있었음을 알고, 이를 응용하여,

말기의 위치를 허리에 두고, 곡선의 형태를 응용하여

디자인을 전개하였다. 실루엣뿐만 아니라 밑단의 헴

라인(hem line)도 곡선으로 처리하였고, 같은 색상의

다른 소재를 곡선으로 배색하며 셔링(shirring)을 주

어 주름이 형성하는 자연스러운 곡선을 그리도록 하

였다.

조선시대 의례용 치마의 Bustle Style은 앞자락과

뒷자락에 길이 차이를 두었다는 것에 포인트를 두었

다. 의례용 치마는 다른 치마들보다 길이가 길고, 보

행의 편리함을 위해 앞 길이를 접어 올리거나 다트

식으로 짧게 처리하여, 앞뒤 기장에 차이가 나는 것

이 특징이며, 장식을 덧대어 실루엣을 만든 서양의

Bustle 스커트와 달리 한복의 Bustle 치마는 있는 그

대로의 형태에서 기장차이로 실루엣을 형성한다. 본

연구의 디자인은 이런 점들에 중점을 두고, 장식을

덧댄 것이 아닌 앞뒤기장이 차이나는 Bustle 스커트

를 미니스커트 위에 덧대어 실루엣을 완성하고, 셔링

을 많이 주어 주름이 그리는 율동적인 곡선을 만들

었다.<표 2>

Ⅴ. 결론 및 제언
위와 같이 한복 치마의 실루엣을 시대별로 분석하

고, 서양의 실루엣과 비교하였으며, 기존의 디자이너

들의 예를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각 시대별로 다

섯 디자인을 전개하였으며, 이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대별 분석을 통하여 한복 치마의 실루엣

이 A-line, Empire style, H-ine, Bell-line, Bustle

style 등과 같이 다양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한복 치마의 실루엣을 응용한 현대 스커트

디자인 사례를 통해 현재 연구되어지고 있는 한복

치마의 실루엣이 Empire 실루엣과 Bell-line 실루엣

에 치중되어 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졌다.

셋째, 각 시대별 디자인 연구로, 한복 치마의 실루

엣이 컨셉별 다양한 디자인 전개가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자의 연구는 실루엣별 디자인 제시까지였

으나, 한복 치마의 실루엣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와

개발의 과정을 거쳐 향후 트렌드와 컨셉에 적합한

디자인 개발까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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