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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dentifies formativeness and the Korean consciousness of the vernacular design in a Korean

designers' collection in order to discover the internal characteristics of vernacular expression elements. The

study is based on a theoretical review and an analysis of cases collected from Korean fashion designers' clo-

thes. Research is limited to international collections of clothes presented by Korean fashion designers since

2,000. The process of Korean vernacular designs in fashion were analyzed for formativeness in form, color,

pattern and detail. The research findings identified formativeness and Korean's consciousness of modern fa-

shion designs that reflect vernacular designs as follows. First, they are round, flexible line and shape based

on assimilated with nature, rhythmic curve to express life force and asymmetry based on an ecstatic world

based on nature. Second, a white color explained the pure mind and racial peculiarities in regards to the five

colors that expressed the thinking of traditional rituals such as prayers for comfort of life and ancestor wor-

ship. Third, there were patterns around shape of nature, praying, and Korea culture. Finally, there were skills

of Korean traditional handcrafts such as embroideries, knit-works, gold foils, and quilts where clothes exp-

ressed the hardship of life and strong willpower to overcome. In conclusion, the clothing of Korean verna-

cular designs contains characteristics such as natural beauty, decorativeness, shamanism, and eclecticism.

Key words: Vernacular, Natural beauty, Decorativeness, Shamanism, Eclecticism; 버내큘러, 자연성, 장

식성, 샤머니즘, 절충성

I. 서 론

20세기에 이르러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

한 세계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국가 사이의 경계선, 민

족 사이의 차별성이 희미해져가는 다문화 사회가 다가

왔다. 또한 국제적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각 나라들은 자

국의 문화를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국 역시 경제성

장을 바탕으로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자 하는 노력을 해

오고 있다. 1990년대 말부터 한국의 대중문화가 인기를

얻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대중문화를 넘

어 음식, 전자제품 등의 선호도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

났다. 이러한 한류열풍은 드라마와 음악을 기반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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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지만, 한국의 패션은 아직

타 분야만큼의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

는 겐조, 요지 야마모토 등의 디자이너의 성공으로 세

계적인 패션 흐름에서 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

여주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의 패션은 많은 디자이너들

의 해외 컬렉션 참여로 주목받기 시작하였지만, 한국적

인 것을 알리기에는 아직 부족한 면이 많으며 보편적인

트렌드를 따라가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민족 고유의

가치를 전해(全解)하여 문화적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노

력해야한다. 이처럼 세계화 시대는 지역의 의식, 문화, 행

동양식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이끌기 위해 민족의 문화,

지역의 문화를 중시하는 세방화(glocalization) 현상을 불

러일으켰다. 이러한 세방화 현상의 등장에 주목한다면

각 지역의 지역적 전통이 지니는 특성을 의미하는 ‘버내

큘러(vernacular)’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Yoo, 2007).

버내큘러에 관한 선행연구는 베이커리, 광고, 화예 디

자인, 공공 디자인 등 타 분야(Kim, 2008; Kim, 2012;

Ko & Lee, 2012; Shin, 2007)에서 주로 다루고 있었으

며 버내큘러 디자인에 대한 포괄적인 선행연구도 다수

있었다. 하지만 의식주의 한 분야로서 패션에 대해서는

간략한 언급에 그치고 있는 수준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현대패션에 나타난 버내큘러 디자인의 조형적 요소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한국인의 의식 그리고 내적 특성을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이를 토대로 국내 패션

문화에 버내큘러 디자인을 접목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

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논문을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

째, 버내큘러 디자인에 대한 사적 고찰을 통해 패션에

있어서 버내큘러 디자인의 개념과 요소에 대해 살펴본

다. 둘째, 이를 토대로 패션에 나타난 버내큘러 디자인

의 조형적 요소를 분석한다. 셋째, 조형적 요소를 바탕

으로 한 한국인의 내적인 의식과 특성을 고찰한다.

연구방법 및 범위는 학술 단체에 개제된 선행연구 논

문, 단행본, 인터넷 및 전문서적을 중심으로 한 이론적

인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2000년대 이후 해외 컬렉션에

참여한 한국 디자이너들의 의상에 한정하여 수집한 이미

지를 토대로 사례연구를 병행하였다. 해외 컬렉션에 참

여한 디자이너는 총 21명으로 이들의 컬렉션의 대표 이

미지를 바탕으로 석사 이상의 전문가 5명과 함께 124장

의 이미지 자료를 1차 선택 후 이 중 본 연구와 연관성이

높은 총 25장을 재선정하여 최종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II. 버내큘러 디자인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개념과 형성요인

‘버내큘러(Vernacular)’라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풍

토의, 혹은 제 나라, 본국, 지방의’란 뜻으로 정의된다.

에드워드 스미스(Edward Lucie Smith)(as cited in Lee,

1996)는 버내큘러를 지역적인 전통이 지니는 특성으로

설명하였다. 버내큘러는 문화적 대상물에 나타나는 어

떤 지역의 지역적 전통이 지니는 민속적 특성을 일컫는

표현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되기도 한다(Chung

& Kwon, 2009). 또한, 한 지역, 한 시대 또는 한 집단에서

가장 흔한 형태나 재료를 사용한 일상생활의 기능적 표

현 또는 양식, 풍토, 토속적, 지역적 양식으로 정의된다

(Kim, 2012). 존 파일(John Pile)은 디자인의 3가지 요소

에 버내큘러를 포함시켰으며, 이는 버내큘러가 디자인을

통한 그 지역 나름대로의 전통미와 모습을 고도로 발달

된 현대 디자인의 영역에 응용함으로써 새롭고 독특한

문화를 재창조해낼 수 있는 디자인의 원천적 개념이라

설명하고 있다(Kim, 2008). 1857년 스코트(George Gil-

bert Scott)는 디자인에 처음으로 버내큘러라는 용어를

적용하였으며 하위문화가 갖는 계급적 특성, 고급문화

가 하위문화의 특성을 포함하는 의미를 담아냈다. 이처

럼, 버내큘러는 예술의 지역적 전통을 표현하는 용어로

디자인 영역에서의 다양성을 나타내고 있다.

버내큘러 디자인이란 사회 문화적인 전통에서 나타

난 디자인, 지역적인 풍토적 속성을 반영한 디자인으로

전통을 표현한다. 이는 사람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기

에 충분하며 친근한 이미지를 느끼게 한다. 한국의 전

통 버내큘러 디자인은 구석기 시대이래 한반도에서 사

용되어 온 민중의 실생활도구에 존재하여 왔으며 생활

방식의 구체적 구현이라는 점에서 민족문화의 전통을

가장 잘 나타내 주고 있다(S. Y. Lee, 1999). 즉, 버내큘

러 디자인이란 지난 시대의 생활방식을 비롯한 지역적

전통을 표현하는 디자인으로 정의될 수 있다.

2. 버내큘러 디자인 사례

현대 디자인에 있어서 버내큘러 표현요소들은 디자

인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면서 수많은 디자인을 생성

해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세계적인 것으로 각국의

디자인에 버내큘러 요소가 도입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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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의 국가들은 그들만의 전통적인 수공예와 풍부

한 목재 등이 현대 디자인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였

다. 핀란드의 가구 디자이너이자 건축가인 알바 알토

(Alba Alto)의 디자인 <Fig. 1>은 대표적인 버내큘러 디

자인으로 핀란드의 산림자원을 이용하여 전통공예정신

을 바탕으로 하는 디자인을 선보였다(Yoon, 2003). 덴

마크의 대표 기업 ‘레고(Lego)’는 목재와 조립을 바탕으

로 성장해왔으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목재에서 플라스

틱 등 다양한 변화를 이루는 동시에 조립이라는 전통적

가치를 유지하는 디자인을 선보였다(Fig. 2). 이집트의

건축가 하싼 화티(Hassan Fathy)는 구르나 마을 프로젝

트에서 이집트의 전통적 축조술을 이용하고 흙벽돌을

건축자재로 사용하여 민족적 양식의 현대적 적용이라

는 강한 영향력을 시사했다(Fig. 3). 전통과 현대의 조화

로 대표되는 아시아 국가로는 일본이 있다. 일본의 포

스터 디자이너 잇코 타나카(Ikko Tanaka)는 에도시대의

일본의 풍속화 ‘우키요에’를 참조하여 기하학적으로 선

을 표하는 그래픽 작업을 시도하였으며 전통적인 일본

의 표현경향인 평면성을 선보였다(Fig. 4). 한국의 디자

인에 있어서도 버내큘러 요소가 도입된 사례들이 있다.

<Fig. 5>에서 살펴볼 수 있는 교수 김영기가 디자인한

1988년 서울올림픽 문화 포스터는 한국의 미와 조형성

을 바탕으로 디자인되어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

하였다. 또한, 한국 회화는 일본의 채색화로부터 영향을

받았지만 화가 박생광은 토속적인 한국적 화풍을 전통

오방색으로 새롭게 해석하여 한국의 진채화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Fig. 6). 상암월드컵경기장 건축물은 소반과

팔각모반을 겹쳐 방패연을 띄우는 모양의 지붕을 가지

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전통적인 지붕과 처마선의 곡선

적인 이미지를 차용한 것이다(Fig. 7).

여러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버내큘러 디자인은 복

식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겐조(Kenzo)는 일본 전통

의상에 대한 현대적 해석을 잘 보여주는 디자이너로서

민속의상에서 이미지를 차용함으로써 디자인계에 신선

함을 선사했다(Fig. 8). 일본의 기모노는 세계적으로 인

지도가 있는 전통의상으로 ‘일본’하면 떠오르는 의상으

로 자리잡았다. 한국에서는 양복이 일반화되는 과정 속

에서 한복은 예복이나 명절 때 입는 옷으로 변해가고 있

으나 생활한복이 개발되어 새로운 문화가 창조되고 있

다. 생활한복은 우리의 버내큘러 요소인 한복의 양식과

양복의 편리한 기능이 만나 창조된 것으로 버내큘러 디

자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양복 속에서도 버내큘

러적인 특성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서양에서는 같은 색

상이나 비슷한 톤의 재킷과 바지를 선호하는 반면 한

Fig. 1. Alba Alto's

architecture.

From The Cool Hunter. (2011).

http://www.designdb.com/

Fig. 2. Lego's self-

assembly toy.

From Mariana. (2011).

http://greenstyle.com.br/

Fig. 3. Hassan Fathy's

architecture.

From Hassan Fathy. (2014).

http://en.wikipedia.org/

Fig. 4. Ikko Tanaka's poster.

From Japanese design by

Ikko Tanaka. (2012). http://

flyergoodness.blogspot.kr/

Fig. 6. Park Saeng

Kwang's picture.

From Jin. (2012).

http://m.blog.daum.net/

Fig. 7. Seoul World Cup

Stadium.

From Korea Introduction Picture. 

(2002). http://photo.allim.go.kr/

Fig. 8. Kenzo's

clothes.

From Lee. (2010).

http://www.style.co.kr/

Fig. 5. 88 Olympic

Games' poster.

From J. K. Kim. (2006).

http://blo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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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들은 아래위 색상이 다른 옷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Shin, 2007). 이는 녹의홍상의 예복, 노란 저고리에 빨

강 치마를 입었던 우리의 문화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북유럽 국가들은 버내큘러 디자인을 가장 잘 보여주

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북유럽풍, 북유럽 디자인, 스칸

디나비아 디자인이란 이름으로 트렌드를 이끌어가고 있

다. 일본 역시 전통의 현대화 과정을 통해 젠문화를 비

롯하여 일본만의 디자인 색깔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더

불어 한국도 외래의 것을 수용하면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3. 한국의 버내큘러적 요소

버내큘러 디자인을 형성하는 요인으로는 자연 환경적

요인, 사회 문화적 요인, 경제적 요인, 종교 및 사상적 요

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한국의 자연 환경적인

특성은 사계절이 뚜렷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

다. 이는 한국인의 미적 감수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자연주의적인 미의식을 형성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

는 버내큘러 미의식을 형성하였다. 한국의 사회 문화적

배경을 살펴보면, 소수의 왕족 및 상류층과 농민으로 이

루어진 이원적 구조의 형성으로 인하여 중산층이 자리

를 잡지 못하였기 때문에 민중의 생활은 절제되고 소박

한 형태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의 민

중들은 농경생활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경제력을 충족

시켜왔다. 농경민의 생활은 풍부하고 안정된 식량사정

을 바탕으로 평화적, 보수적이며 성품은 자연주의적이

고 정적인 성향이 강하고 부드럽다(Kim, 1987). 또한 농

민들은 여가에 가내수공업을 통해 경제력을 형성하였으

며, 이를 바탕으로 한 수예는 오늘날 디자인 분야에서 널

리 사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종교 및 사상적 요인은

다른 요인들과 함께 정신적인 배경을 형성하기에 매우

중요하다. 고대의 토착종교는 자연 환경에서 시작한 샤

머니즘(Shamanism)으로, 불교가 자리 잡으면서 불교와

융합되었다. 이후 유교를 바탕으로 할 시기에는 유교 자

체가 민중의 생활과 정신적인 부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도 하였으나 불교와 융합된 샤머니즘이 그 바탕을 차지

하고 있었다. 오늘날에도 무속은 한국의 민간신앙에 깊

이 뿌리를 박고 있으며 우리의 전반적인 의식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자연 환경적 요인, 사

회 문화적 요인, 경제적 요인, 종교 ·사상적 요인들은

버내큘러 디자인을 형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들로

현대의 버내큘러 디자인의 바탕을 형성하고 있다.

한국의 버내큘러적 요소들은 전통을 표현하는 디자

인 요소, 한국적인 요소를 의미한다. ‘한국적’이란 우리

의 전통성과 외래의 것 혹은 새로운 것의 접목을 통해

한국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 옛것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서 생활 속에

녹아 있으며 세계적인 보편성이 가미된 것을 의미한다

(Kim, 2009). 결국 한국적이라는 것은 전통을 통해 재창

조되는 것으로 전통의 의미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Shim(2001)은 전통이란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우리를

적용시키는 과정에서 우리가 창조해낸 문화를 의미한다

고 말하였다. 이는 주체성을 가지고 과거의 문화를 재

해석하면 그것 또한 전통이며 한국적인 것, 즉 버내큘

러적 요소들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인의 미의식은 근본적으로 자연관으로부터 출발

한다. 한국의 자연관은 서양의 인본주의나 자연을 정복

하려는 사고와는 달리 자연 속에 동화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연관은 한국인의 성향, 조형요소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국의 미는 점과 선을 통해 표현되며 이는 선

의 미학으로 이어진다. 이는 한국의 소박미의 근본을

이룬다고 할 수 있으며 인공을 멀리하고 자연으로 회귀

하려는 성격을 나타낸다. 비대칭성에 주목하는 조형의

식도 자연관에서 출발한 무아의 세계에 기초하고 있음

을 보여준다. 자연과 동화되고자하는 자연관에서 출발

하는 한국인의 조형의식을 비롯한 많은 요소들이 버내

큘러 디자인을 만드는 요소로 적용될 수 있다.

한국인의 조형의식에 대한 선행연구(Kim, 2009)에 따

르면, 선/결의 미, 둥 의 미, 비움/허의 미, 열린 미, 단

일적 통일성의 미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조직의 짜

임새를 언급하는 결은 선으로 표현되는 특성이 있으며

인간의 솜씨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유연한 형태이다.

둥 의 미는 직선적인 것을 인공적인 것으로 바라보고

자연에서 볼 수 있는 둥근 형태를 추구함으로서 부드러

움을 느끼게 해준다. 비움/허의 미는 수묵화에서 찾을 수

있는 여백을 떠올릴 수 있다. 비움은 동양적 사고에서 우

주와의 교류를 위한 허공의 세계이다. 한국 회화의 특징

인 열린 미는 대상과 공간의 구분이 없는 모호성의 개

념으로 자연과 더불어 존재하는 한국인의 자연관을 토

대로 한다. 한국의 건축 조형의식에서 살펴볼 수 있는 단

일적 통일성이란 무늬가 동일하나 그것이 나타나는 부

분이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하나의 주

제를 표현하려는 유기적 총체성을 중시한다. 즉, 선/결

의 미를 통해 한국인의 심성, 둥 의 미를 통해 자연과

의 융합, 비움/허의 미를 통해 탈속의 삶, 열린 미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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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천일합일사상, 단일적 통일성의 미를 통해 유기적 총

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한국인의 조형의식

은 한국의 버내큘러적 요소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미의

식은 전통복식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조선시대 복식에

표현된 한국인의 미의식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한국인

의 미는 여유있는 형태감과 율동적인 곡선, 불규칙적인

비례, 자연주의적 소재와 색의 사용, 흑백의 조화, 원색

과 색동의 사용 등으로 표현된다 하였다(Geum, 1988).

Choi and Kim(1993)의 연구에서는 유연한 흐름의 선,

전체성, 인체 부위의 모호성, 대비색, 유사색, 무채색의

조화, 자연 형상에 따른 모티브, 길상의 의미를 지닌 문

자 등을 사용한 표현 양상을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형식

적인 요소들과 내적인 미의식은 한국의 버내큘러 요소로

설명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으며, 이를 토

대로 현대 패션에 나타난 버내큘러 디자인이 표현될 수

있는 요소를 가시적인 것과 내적인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사료되어 이에 본 연구는 버내큘러 패션 디

자인의 조형성과 내적인 특성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III. 현대 패션에 나타난

버내큘러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

본 장에서는 앞장에서 논의된 버내큘러 디자인에 대

한 이론을 토대로 2000년 이후 한국 디자이너들의 해외

컬렉션에 나타난 버내큘러 디자인을 형태, 색, 패턴, 디

테일로 나누어 고찰해 보았다.

1. 형태

한국 복식의 전통적인 형태는 비대칭성, 유연하고 둥

글고 곡선적인 선과 형태, 인체 부위의 모호성, 여유 있

는 형태감, 불규칙적 비례 등을 특성으로 한다. 이와 같

은 형태는 버내큘러 디자인을 특징짓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한국 복식의 전통적인 형태는 현대 패션에 있어

<Fig. 9>과 같이 저고리를 활용한 상의에 한복 치마의

둥근 느낌을 상의에 차용하여 전통적인 이미지를 나타

내거나, <Fig. 10>와 같이 비규칙적인 드레이핑을 통해

유연하고 율동적인 곡선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1>은

섶 부분을 비대칭적으로 변형하고 고름을 짧게 한 디자

인이고, <Fig. 12>은 고름의 위치를 변화시켰으며 원피

스 드레이핑을 통한 비대칭성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나

타내었다. <Fig. 11>−<Fig. 12>에서는 저고리의 섶과

고름을 응용한 디자인, 비대칭적인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3>는 한복의 저고리와 치마의 모습을 차

용하여 디자인하였으며, <Fig. 14>은 흑백의 조화와 한

국 전통여밈기법인 고름을 활용한 디자인으로 사선형

칼라는 끈으로 여미어져 전통두루마기에서 볼 수 있는

개방형 복식을 차용하였다(Kim et al., 2012). 또한, 노방

을 활용하여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Fig.

15>에서는 비치는 소재에 수묵화를 연상시키는 프린팅

을 살펴볼 수 있으며, 앞뒤 길이의 비대칭, 어깨와 허리

라인의 검정 부분이 비규칙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16>에서는 여유로운 형태감이 과장

된 실루엣과 안쪽에 달린 쉬폰이 보이면서 자연스러운

중첩이 표현된다.

이와 같이 패션에 나타난 버내큘러 디자인의 형태는

한복의 형태나 여밈기법을 차용하고, 비규칙적인 드레

이핑을 통한 유연한 흐름의 선과 형태, 비대칭적인 실

루엣, 중첩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형태미에

서 선의 예술로 불리는 한국의 버내큘러적 요소를 고찰

할 수 있다.

2. 색

한국 복식에서 색의 미학은 자연주의적 색의 사용, 흑

백의 조화, 원색과 색동의 사용, 대비색의 조화, 유사색

의 조화, 무채색의 조화로 나타난다. 특히 한국 복식의

근본적인 색채사용은 백의민족이라 불릴 정도로 흰색

에 대한 애착을 엿볼 수 있으며, 여기서 흰색은 가공하

Table 1. Vernacular elements in Korean fashion

Vernacular Elements = Consciousness + Form

Korean's Formative Consciousness Korea Traditional Costume Forms

The beauty of line - Korean's good heart

Flexible line and form, Unprocessed color, Black and white,

Multicolored stripes, Motive from nature, Reiteration,

Ambiguity around body, Variability of hanbok,

Atypic and Asymmetry

Beauty of circularity - assimilated with nature

Beauty of emptiness - life of unworldliness

Beauty of openness - thought of uniting the sky and the sun

Beauty of simple unity - organic tot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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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자연의 색을 의미한다. <Fig. 17>에서는 한국의

장식수단인 매듭을 응용한 흰색 원피스를 확인할 수 있

다. 또한 <Fig. 18>에서 매듭을 활용한 회색 니트와 흰

색 바지에서 무채색의 조화, <Fig. 19>에서는 흑백의 조

화를 확인할 수 있다. <Fig. 19>은 흑백의 조화뿐만이

아니라 한국 복식의 바지를 차용하여 셔링을 통해 현대

적인 느낌을 전달하기도 한다. 음양오행설에 따른 오방

색을 비롯하여 원색과 색동의 사용은 한국 복식의 색동

저고리나 무복(巫服)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현대 패션

에 나타난 버내큘러 디자인에서도 <Fig. 20>의 붉은색

원피스와 <Fig. 21>의 오방색을 사용한 주렁주렁한 매

듭과 같은 사용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Fig. 22>−<Fig.

23>에서는 불규칙한 패턴으로 다채로운 컬러를 사용하

였으며, 치마와 머리장식으로 붉은색을 사용함으로써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Fig. 24>은 붉은색 머리장식과

목걸이를 통해 무속의 느낌을 연출한다. 이와 같이 흰색

의 사용, 자연색과 무채색의 사용 및 조화, 원색과 색동

을 비롯한 강렬한 색상은 현대 패션에 나타난 한국의 버

내큘러 디자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패턴

한국의 전통문양은 의식의 반영이며 정신활동의 소산

임과 동시에 창조적 미적활동의 결과이다(Hong, 2014).

Fig. 9. Steve J & Yoni P

London 2008 F/W.

From Steve J and Yoni P:

Autumn/Winter 2008-9. (2008).

http://www.vogue.co.uk/

Fig. 10. Hexa by Kuho

New York 2010 F/W (I).

From Tedore.

(2012).

http://www.tedore.at/

Fig. 11. Eudon Choi

London 2011 S/S (I).

From Eudon Choi Spring /

Summer 2011. (2010). http://

londonfashionweek.co.uk/

Fig. 12. Doori Chung

New York 2012 S/S.

From Doori spring 12.

(2011). http://www.

doori-nyc.com/

Fig. 13. Doori Chung

New York 2006 S/S.

From Doori spring/summer

06. (2005). http://

www.doori-nyc.com/

Fig. 14. Liesangbong

Paris 2007 S/S.

From Jang.

(2013).

http://news.donga.com/

Fig. 15. Eudon Choi

London 2011 S/S (II).

From Eudon Choi Spring /

Summer 2011. (2010). http://

londonfashionweek.co.uk/

Fig. 16. Steve J & Yoni P

London 2007 F/W.

From Steve J and Yoni P:

Autumn/Winter 2007-8. (2007).

http://www.vogue.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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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한국의 문양은 자연 형상에 따른 모티브, 길

상의 의미를 지닌 문자 등의 전통적인 모티브로 표현된

다. <Fig. 25>은 우리의 국화인 무궁화가 프린트되어 버

내큘러적 이미지로 새롭게 재해석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Fig. 26>은 흰색 원피스에 민화에 나오는 전설의

새를 자수로 새겨 넣었다. 이처럼 무궁화, 새와 같은 자

연 형상의 모티브는 버내큘러적 요소로서 한국적 감성

을 표현하기도 한다. <Fig. 27>−<Fig. 28>는 신들의 춤이

라는 컨셉으로 주술적 상징성을 바탕으로 한 생존의 안

락과 기원을 추상적 모티브로 표현하였다. 또한, <Fig.

29>은 책가도 패턴을 응용한 의상이다. 책가도는 책가

안에 책을 비롯하여 도자기, 문방구, 향로, 청동기 등을

진열해 놓은 모습을 그린 그림으로 19세기에 민화로서

자리 잡았다. 이는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을 그

려놓은 한국의 전통채색화 책가도 패턴을 활용하여 한

국 문화를 나타내고 있다. <Fig. 30>은 파란색을 활용하

여 조각보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작품이며, <Fig. 31>는

신윤복의 미인도를 프린트하여 붉은색과 조화롭게 배

치시켰다. 또, <Fig. 32>은 한국의 수묵화를 주제로 한

컬렉션으로 꽃을 모티브로 진행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

Fig. 17. Eudon Choi

London 2011 F/W.

From Eudon Choi Autumn /

Winter 2011. (2011). http://

londonfashionweek.co.uk/

Fig. 18. Kye New York

2013 S/S (I).

From Kathlean.

(2012a). http://

kathleenkye.tumblr.com/

Fig. 19. Hexa by Kuho

New York 2010 F/W (II).

From Tedore.

(2012).

http://www.tedore.at/

Fig. 20. Lie Sang Bong

Paris 2003 S/S (I).

From 이상봉에 관한 짧은 이

야기 [A short story about

Lie Sang Bong]. (2006).

http://thefringe.egloos.com/

Fig. 21. Lie Sang Bong

Paris 2003 S/S (II).

From 이상봉에 관한 짧은 

이야기 [A short story about

Lie Sang Bong]. (2006).

http://thefringe.egloos.com/

Fig. 22. Choi Boko

New York 2014 S/S (I).

From Choi Boko 2014

Collection. (2014). http://

onlydopefashion.com/

Fig. 23. Choi Boko

New York 2014 S/S (II).

From Choi Boko 2014

Collection. (2014). http://

onlydopefashion.com/

Fig. 24. Steve J & Yoni P

London 2008 S/S.

From Steve J and Yoni P:

Spring/Summer 2008. (2008).

http://www.vogue.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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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버내큘러 디자인에 나타난 패턴은 기본적으로 꽃, 새

와 같은 자연 형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길상의 의

미를 지니는 주술적인 모티브, 한국의 문화를 표현할 수

있는 전통적인 모티브를 활용한 다양한 문양으로 나타

난다고 할 수 있다.

4. 디테일

한국의 버내큘러 디자인에 있어서 형태, 색상, 문양

외에도 수공예적인 디테일을 활용하여 한국적 특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고대부터 고유한 생활양

식에 따른 여러 가지 일용품 또는 장식품으로 수공예가

발전되어 왔으며, 수공예 중에서는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으나 대부분은 외국의 수예(手藝)가 전혀 가미

되지 않은 순수한 한국 민족 특유의 수공예가 발전되어

오늘날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Handicraft”, 2014).

<Fig. 33>은 줄무늬 원피스에 전설의 새를 자수로 새겨

넣었으며, 이러한 수공예작업으로 입체적인 효과를 주

어 그 가치와 의미를 더하고 있다. 조선시대 궁중예복

에서는 여러 가지 문양을 금색으로 장식하였는데 이를

응용한 의상이 <Fig. 34>−<Fig. 35>이다. 또한, <Fig. 36>

과 같이 전통누빔을 활용한 디자인이 있으며, 일반 면

에 누빔을 주어 한국적 효과를 부여하였고 연화문은 자

수 처리하여 값비싼 수공예적인 효과를 주었다(Kim et

Fig. 25. Lie Sang Bong

Paris 2014 S/S.

From Park.

(2013). http://www.

beautyhankook.com/

Fig. 26. Big Park

New York 2014 S/S (I).

From Pauline.

(2013). http://

thefabulousreport.com/

Fig. 27. Choi Boko

New York 2013 F/W (I).

From David.

(2013a).

http://fashionista.com/

Fig. 28. Choi Boko

New York 2013 F/W (II).

From David.

(2013b).

http://fashionista.com/

Fig. 29. Big Park

New York 2014 S/S (II).

From 컨셉코리아 S/S 2014

[Concept Korea S/S 2014].

(2013). http://fashioninkorea.org/

Fig. 30. Eudon Choi

London 2013 S/S.

From Spring 2013 Ready-

to-Wear Eudon Choi. (2012).

http://www.style.com/

Fig. 31. Lie Sang Bong

Paris 2009 F/W.

From Kim et al.

(2012).

p. 4.

Fig. 32. Son Jung Wan

New York 2012 F/W.

From Son Jung Wan Collec-

tion + 2012'FW NY. (2012).

http://sonjungw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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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2). 앞서 살펴본 <Fig. 26>, <Fig. 30> 역시 자수

를 활용한 사례이다. 자수, 금박장식, 전통누빔뿐만이

아니라 한국 민족은 고유한 의식주의 유형문화를 통한

장식수단으로 독자적인 매듭기법을 익혀왔으며(“한국

의 매듭 [Korea knot]”, 2014), <Fig. 17>−<Fig. 18>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 전통수공예기법을 활용한

장식은 현대 패션에 있어 영감의 원천으로 작용하여 버

내큘러 디자인의 중요한 요소로 정교한 장식미의 극치

를 나타내기도 한다. 본 장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Table 2).

IV. 현대 패션에 나타난

버내큘러 디자인의 내적 특성

현대 패션에 나타난 버내큘러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

을 고찰한 결과, 유연하고 둥근 형태, 비대칭적인 형태,

율동적인 곡선, 한복 형식의 차용, 오방색을 비롯한 다

양한 색채의 사용, 자연주의 색의 사용, 무채색의 대비,

자연 형상을 바탕으로 하는 문양, 길상의 의미를 지니

는 주술적인 모티브, 한국의 문화를 표현할 수 있는 전

통적인 모티브, 자수, 매듭, 금박장식, 전통누빔과 같은

수공예적인 디테일의 사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둥근 형태, 율동적인 곡선은 부드러운 유연성을 느끼

게 해줌으로써 생명력을 나타내며, 둥근 형태에 대한 한

국인의 취향에는 자연과 동화되고자 하는 심리가 깔려

있다. 미학자 야나기 무네요시(Yanagi Muneyoshi)는 한

국의 미를 선, 중국의 미를 형, 일본의 미를 색채로 보

고 있으며, 버나드 리치(Bernard Leach)도 조선의 자연

경관에서 보이는 유연한 선에 대해 감탄한 바가 있다(I.

B. Lee, 1999). 이와 같은 미의식은 한국인의 인공을 멀

리하고 자연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자연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비대칭성 역시 자연관에서 출발한 무아의

세계에 기초하고 있다.

색에 있어서도 자연적인 색의 사용, 무채색의 대비, 흰

색의 사용 등은 한국인의 자연관을 나타내며, 특히 흰색

의 사용은 염료의 부족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해석되기

도 하지만, 흰색과 같은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을 표현하

고자 하는 민족적 특질을 나타낸다. 흑백의 조화, 붉은

색과 푸른색의 사용은 한국의 태극기를 떠올리게 한다.

태극기에 사용되는 흰색은 순수와 민족성, 빨강은 하늘,

파랑은 땅, 검정은 하늘, 땅, 물과 불을 상징한다. 빨강

과 파랑은 특히 자연의 진리를 바탕으로 하는 한국적 의

미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또한, 오방색을 비롯한 강렬

한 색채의 사용의 기저에는 민간신앙인 샤머니즘을 중

심으로 한 조선시대의 하층문화가 있다. 샤머니즘적인

미는 무복에서 잘 나타나고 있으며, 새의 모양, 갈라진

형상, 오방색의 사용 등으로 그 의미를 표현한다.

자연 형상을 바탕으로 하는 모티브는 한국인의 자연

과의 동화를 중요시하는 심성을 보여주며, 길상의 의미

를 지니는 주술적인 모티브는 기원적인 의미로서 샤머

니즘을 바탕으로 하는 한국인의 성향을 나타낸다. 이 외

의 전통적인 모티브를 활용한 디자인에서도 한국인의

다양한 문화를 살펴볼 수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문양은

Fig. 33. Big Park

New York 2014 S/S (III).

From 컨셉코리아 S/S 2014

[Concept Korea S/S 2014].

(2013). http://fashioninkorea.org/

Fig. 34. Kye New York

2013 S/S (II).

From Kathlean.

(2012b). http://

kathleenkye.tumblr.com/

Fig. 35. Hexa by Kuho

Paris 2014 S/S.

From Tudor.

(2013).

http://nowfashion.com/

Fig. 36. Lie Sang Bong

Paris 2008 F/W.

From Nam. (2008).

https://cecilianam.

word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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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예적인 디테일로 표현되고 있다. 한국적인 모티브

는 프린팅되기도 하지만, 한국적인 자수, 누비, 매듭 등

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수를 통해 표현되는

새와 꽃은 자연적인 의미를 지니며, 특히 새는 주술적

인 의미를 함께 포함한다. 금박장식에서 표현되는 문양

은 해골과 함께 응용되어 작은 총이나 칼 모양을 나타

내고 있어 민족의 견고하고 강한 의식을 불러일으킨다.

이와 같이 현대 패션에 나타난 버내큘러 디자인은 한

국인의 조형적 특성과 그 의미를 바탕으로 표현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버내큘러 디

자인의 내적인 특성을 자연성, 장식성, 절충성, 무속성

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자연적인 이미지의 표현이다. 한국의 미의식은 근

본적으로 자연관에서 출발하며, 한국의 자연관은 서양

과 달리 물아일체(物我一體)를 바탕으로 한다. <Fig. 9>−

<Fig. 10>에서와 같이 율동적으로 보여지는 곡선적인 선

과 형태는 직선적인 것을 인위적이라 바라보고 유연한

형태를 추구하고자 하는 한국인의 자연관을 바탕으로

한다. <Fig. 14>는 수묵화를 연상시키는 작품이다. 수묵

화는 직접적인 선으로 표현하기보다 농담을 사용하여

표현한다. <Fig. 15>에서도 농담을 활용한 작품을 살펴

볼 수 있었으며, 직선적인 것을 배제한 유연한 형태와

수묵화에서 찾을 수 있는 여백의 미 또한 자연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심성을 바탕으로 한다. <Fig. 11>−<Fig. 12>

Table 2. Formativeness of Vernacular designs in modern fashion

Formativeness Explanation Examples

Form

Borrowing hanbok's form and closure method.

Flexible, round line and form.

Asymmetric silhouette.

Reiteration.

Rhythmic form through irregular draping.

Color

Using a white color.

Harmony of natural colors and achromatic colors.

Loud colors like primary colors and stripes of many colors.

Pattern
Pattern based on shape of nature like flowers and birds.

Traditional pattern which express Korea culture.

Detail
Using Korea traditional handcraft techniques like embroidery,

quilt, decoration of gold foil and k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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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대칭적인 선, <Fig. 13>, <Fig. 24>, <Fig. 30>에서

는 심플한 라인이 특징이다. 한국인들이 주목하는 비대

칭성은 자연관에서 출발한 무아의 세계에 기초하고 있

으며, 심플한 라인은 자연으로 회귀하려는 한국인의 소

박미를 나타낸다. 즉, 버내큘러 디자인에 나타나는 자연

성은 한국의 전통복식에 내재된 미의식이나 이를 바탕

으로 한 외적 형태를 기반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장식성은 다양한 문양과 색상, 수공예적인 장

식기법들을 통해 현대 패션에 화려한 장식적인 이미지

를 연출하는 요소이다(Kim, 2013). 특히 인간의 내재적

조형의지의 표출로서 복식에 표현되는 문양은 자연적

인 감정을 동반함으로써 그 미적 특징을 나타내며, 각

시대나 민족 고유의 문화적 실체를 가장 뚜렷하게 반영

하는 하나의 의장미술이다(S. Y. Kim, 2006). 현대 패션

의 버내큘러 디자인은 전통적인 모티브를 프린팅, 자수,

금박장식, 전통누빔을 통해 화려한 장식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Fig. 25>와 같이 다채로운 색을 사용하

고 문양의 반복되는 배열은 장식성을 부각시키고 있으

며, <Fig. 26>처럼 의복의 일부분에 문양을 적용하고 흰

색 원피스에 화려한 자수에서 보이는 색채의 대비를 통

해 장식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Fig. 18>, <Fig. 21>

의 매듭, <Fig. 26>, <Fig. 30>−<Fig. 31>의 자수, <Fig.

34>−<Fig. 35>의 금박장식, <Fig. 36>의 누빔 등을 활

용하여 입체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장식성을 부각

시키는 하나의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무속(巫俗)적인 이미지의 표출이다. 무속적인 이

미지를 표현하는 것은 한국의 버내큘러 디자인을 형성

하는 종교 및 사상적인 요인으로 한국인의 의식구조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정신적인 배경을 형성했다고 할 수

있다. <Fig. 20>−<Fig. 21>과 같이 주렁주렁한 매듭, 붉

은 색상을 사용으로 무당을 표현하여 샤머니즘적인 이

미지를 연출하고 있으며, <Fig. 27>−<Fig. 28>과 같이 생

존의 안락과 기원을 추상적으로 표현하면서 한국의 샤

머니즘을 나타내고 있다. <Fig. 26>, <Fig. 33>에서 자수

로 표현된 새는 전설 속에 나오는 새로서, 펼쳐져 있는

날개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모습을 연상시키며 무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대 패션의 버내큘러 디자인에 나타난

샤머니즘은 한국 고유의 특수성을 지니는 동시에 보편

성이 형성될 수 있는 요인으로서 많은 디자이너들에게

영감을 제공하고 있다.

넷째, 절충성이다. 절충적이라는 것은 포스트모더니

즘 사회에 접어들어 융합과 교류가 확산되면서 오늘날

의 모든 것은 전통의 경계를 넘어 좋은 것, 옳은 것, 적

당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취합하여 조화롭게 재생산

하고자 하는 특성을 의미한다. 즉, 현대 패션에 나타난

절충성이란 기존의 영역을 넘어 교류하고, 전통적인 문

화적 경계를 넘어선 초문화주의적 양상으로 나타난다.

<Fig. 12>, <Fig. 29>처럼 서양의 기능성을 추구하는 복

식과 한국 전통적인 모티브를 믹스하여 연출하거나, <Fig.

32>, <Fig. 36>과 같이 서양의 복식과 한국의 전통적인

수공예적 기법을 함께 표현하면서 전통에 대한 개념을

탈피한 절충주의로 나타났다. 이처럼 한국과 서양간의

융합이나 전통과 현대의 트렌드의 융합을 통해 절충적 이

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Table

3>와 같다.

V. 결 론

현대 사회는 보편성과 지역성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Table 3. Consciousness and characteristics of Vernacular designs in modern fashion

Vernacular Design in Modern Fashion
Characteristics

Formativeness Consciousness

Form

Flexible line and form based on mentality about natural assimilation.

Rhythmic line and form for expressing life force asymmetric silhouette based

on ecstatic world.

Naturism, Eclecticism

Color

Using a white color based on purity.

Using colors which involve truth of nature: colors in Taegeukgi and natural

colors.

Stripes of many colors based on shamanism.

Naturism, Decorativeness,

Shamanism

Pattern
Motives based on natural assimilation.

Motives which involve a shamanistic meaning.

Naturism, Shamanism,

Eclecticism

Detail Handcraft having a decorative effect.
Naturism, Decorativeness,

Eclecticism

– 806 –



현대 패션에 나타난 버내큘러 디자인에 관한 연구-한국 디자이너를 중심으로- 25

세방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버내큘러’라는 단

어는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어 세계화 시대의 흐름 속에

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

디자이너들이 해외 컬렉션에서 발표한 작품을 중심으

로 하여 버내큘러 디자인에서 표출되는 조형적 특성을

고찰하였으며, 이러한 조형적 특성의 바탕이 되는 한국

인의 의식과 내적인 특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

해 현대 패션에 접목시킬 수 있는 버내큘러 디자인에 대

한 이해를 높이고 전통복식의 현대화를 위한 디자인 개

발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현대 패션에 나타난 버내큘러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

을 형태, 색, 패턴, 디테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형태적

인 측면에서는 자연과 동화되고자 하는 심리를 바탕으

로 한 둥근 형태, 생명력을 표현하는 둥글고 율동적인

곡선, 자연관에서 출발한 무아의 세계를 기초로 한 비

대칭성 등으로 표현되었다. 색에 있어서도 깨끗하고 순

결한 마음을 표현하려는 한국인의 민족적 특성에 바탕

하는 흰색의 사용, 한국인의 자연관을 바탕으로 하는 가

공되지 않은 컬러와 무채색의 사용, 기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오방색을 비롯한 강렬한 컬러의 사용 등으로 나타

났다. 자연관을 바탕으로 하는 한국인의 조형적 특성은

패턴에 있어서도 나타났다. 자연 형상을 바탕으로 하는

모티브는 한국인의 자연과의 동화를 중요시하는 마음

에서 비롯된다. 기원의 의미에 초점을 두는 주술적인 패

턴,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알릴 수 있는 패턴들도 나타

났다. 디테일에서는 수공예적인 측면이 강하게 표출되

었다. 한국인의 어려운 생활상을 바탕으로 자리잡아온

바느질 기술을 비롯하여 자수, 누빔, 매듭, 금박장식 등

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버내큘러 디자인의 조형성을 고찰한 결과 현

대 패션에 나타난 버내큘러 디자인의 내적인 특성은 자

연성, 장식성, 무속성, 절충성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

다. 첫째는 자연성으로, 수묵화의 농담, 여백, 심플한 라

인 등을 통해 한국인의 자연과 동화되고자 하는 심성이

나타났다. 둘째는 장식성으로, 자수, 매듭 등과 같은 수

공예적 표현을 통해 장식적인 이미지를 나타냈으며, 색

상의 대비나 입체적인 표면 등은 장식적인 효과를 강조

하였다. 셋째, 한국인의 의식과 정신적인 측면에 영향

을 미치는 샤머니즘, 무속성이다. 무당의 직접적인 표현

이나 생존의 안락과 기원에 대한 추상적인 표현은 무속

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였다.

넷째는 절충성으로, 서양의 의복과 한국적인 요소들의

융합으로 표현되었으며, 이를 넘어 전통과 현대의 트렌

드가 재생산되는 초문화주의적 양상으로 절충주의가

도출되었다.

이상과 같이 한국 디자이너들이 발표한 해외 컬렉션

의상에서 버내큘러 디자인을 고찰한 본 연구는 한국의

패션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중요한 바탕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본 연구는 한국 디자이너들의 해외 컬렉션에

나타난 의상에 한하여 분석한 것에서 한계점을 지님을

밝힌다. 후속연구에서는 해외의 버내큘러 패션 디자인

과의 비교를 통해 현대 패션에 나타나는 버내큘러 디자

인에 관한 보다 체계적이고 폭 넓은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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