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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pron, which corresponds to an important clothing form, changed according to the taste, age, appear-

ance and meaning of the wearer as well as from past to present. Decorative function and practical functions

appear in the costumes of the East and West. Anak No. 3 tomb, Korea's 4th century Goguryeo tomb mural,

was depicted in the form of a woman wearing a white apron and working in the kitchen, which is similar to

that of a current kitchen, and the shape and purpose of the apron is similar to the present one. The charac-

teristics of Korean aprons are summarized as western similarity, traditional reproducibility, and practical func-

tionality. The U-shaped apron with the hem decoration of Goguryeo is similar to the apron of Crete with a

rhombus pattern and hem decoration. Despite differences in time, it can be seen as traces of a cultural ex-

change across the East and the West. In addition, Korean skirts were decorated with wrinkles and a hem de-

coration based on rectangles. It is a reproduction of a traditional skirt and is different from a Western apron

with a chest strap. In the Anak No. 3 tomb mural, women were wearing the first aprons that  showed a prac-

tical functionality and not a decorative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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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앞치마는 허리 주위를 끈으로 매어 천으로 덮은 형태

로 현재는 바느질을 배우는 첫 번째 옷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의형의 앞치마는 고대시대 이집트와 크레타에

서 특정 신분에게 나타난다. 한국의 고구려 벽화 안악

3호분에도 여성이 흰색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일을 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4세기에 그려진 이 모습이 현재

주방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며, 앞치마의 형태와 사용 목

적이 현재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 앞치마가 현재 유럽

의 민속복의 한 부분으로 많이 남아 있고 19세기 서양에

서 보이는 다양한 앞치마의 기능과 실용성을 생각해 보

았을 때, 일찍이 벽화 속에 나타난 한국의 앞치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알려지지 않은 편이라 할 수 있다. 또

한 동 ·서양 복식사에 있어 앞치마가 고대시대에 보이

다가 중세 이후 다시 나타난다는 점에서 복식 교류의 흐

름에 대한 이해가 요구될 수 있다.

이러한 앞치마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문화상

품으로서의 디자인 개발과 유럽의 민속복에 대한 연구

가 대부분이다(Kim, 2006; Kim et al., 2012; Le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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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국 복식에서 앞치마의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

나고 있음에도 한국의 앞치마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미

비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앞치마가

고대부터 어떠한 형태와 목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복

식사에 있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복식사에 있어 한국 복식의 주체적 의미

와 가치가 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목적은 앞치마의 일반적인 개념과 기능을 알아보

고, 동양과 서양 복식사를 통해 나타나는 앞치마의 모습

을 비교 분석하여 복식사에 나타나는 한국 앞치마의 의

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의복을 보호하기 위

해서, 혹은 장식을 위해 허리나 어깨부터 아래로 걸쳐지

는 천을 앞치마라고 정의한다. 연구방법은 국내외 서적

및 연구논문 등을 통한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한다. 복식

은 기본적으로 장식적 기능과 실용적 기능 2가지의 기

능을 가지는데, 앞치마도 복식의 범주로서 장식적 기능

과 실용적 기능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연구범주는 동 ·서

양 복식사에 나타난 앞치마를 고대부터 현대 복식 이전

인 19세기로 한정하여 살펴본다.

II. 앞치마(apron)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앞치마의 개념

앞치마는 의복의 보호 또는 장식을 위하여 몸의 앞을

가리고 뒤가 없는 작은 치마의 형태로 겉치마, 행주치마

또는 에이프런(apron)이라고 한다. 보통 흰색의 면이나

합성섬유 등으로 만들며 치마 허리의 양 끝에 끈이 달려

있어 뒤로 돌려 허리를 맨다(Hakwon Publishing Corpo-

ration Studies Press, 2001). 의복과 피부를 얼룩이나 자국

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옷을 덮는 것으로 현재는 주부

들의 가사노동, 간호사, 가정부 등의 유니폼, 장식품, 의

복 또는 패션 아이템의 일부로 사용된다(Kim et al., 2012).

앞치마는 시대의 취향과 변화에 따라 혹은 착용자의 모

습과 의미에 따라 변화하기도 하였다.

앞치마는 무릎 덮개부터 민족의상에서 볼 수 있는 장

식 경향이 짙은 것까지 여러 종류가 있다. 복식 전반 가

운데서 앞치마류는 가장 원형적인 의복이라 할 수 있는

데, 단순한 것은 이미 선사시대나 고대 이집트에서 나타

났다. 초기에는 나뭇잎, 나무껍질, 수피 등이 사용되었으

나, 역사시대에 들어와 피혁, 천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

다(Hakwon Publishing Corporation Studies Press, 2001).

이러한 앞치마는 요의형(腰衣形)으로 볼 수 있는데, 요의

형이란 허리 주위만을 끈으로 매거나 천 조각 등으로 덮

고 다른 부분은 노출된 형태의 복장으로 허리를 전부 가

리게 되는 요의가 되었고, 그것은 차츰 입기 편한 스커

트로 발전하였다(Ogawa, 1981/2010).

앞치마의 어원은 라틴어의 냅킨(식탁을 닦는 천)을 뜻

하는 마파(mappa)이며, 프랑스어에서 나프(nappe), 중세

영어에서 나프론(napron)이 되고, 그 후 an apron으로 변

화하였다(Hakwon Publishing Corporation Studies Press,

2001). 앞치마는 프랑스어로는 타블리에(tablier), 독일어

로는 슐츠(shurze), 일어로는 마이카케(まえかけ)라고 한

다. 현대의 앞치마는 의복을 보호하기 위한 부엌이나 실

내의 청소용으로 생각되지만, 영국 교회의 법의, 마차의

덮개 등을 가리키는 용어이기도 하다(Hakwon Publishing

Corporation Studies Press, 2001). 장식 목적의 앞치마는

로브 위에 최종적으로 입음으로서 의복의 입음새를 완

성하는 역할을 하고 소재에 따라 우아한 기품의 미를 나

타내기도 하였으며, 현재는 유럽과 중국 소수민족 민속

복의 일부분으로 남아 있다(Kim, 2006).

한국에서 앞치마는 고대시대에 주름이 없는 의식용 상

의 형태로 전상(前裳)이라 불리웠으며(Chae, 2017), 이후

왕의 면복의 한 구성인 폐슬(蔽膝)이 있었다. 조선시대에

는 서민의 앞치마를 행주치마라 하였는데, 여자들이 일

할 때 치마를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그 위에 덧입는 작

은 치마이다. ‘행주’는 그릇을 훔치거나 씻을 때 쓰는 헝

겊이기도 하며, 1593년(선조 26) 2월 행주산성에서 권율

이 왜병과 싸울 때 성 안의 부녀자들이 치마에 돌을 날라

병사들에게 공급해줌으로써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당시

의 부녀자들의 공적을 기리는 뜻에서 치마의 명칭에 ‘행

주’라는 지명을 붙여 행주치마라 일컫게 되었다(Ency-

clopedia of Korean Culture Studies Press, 1994).

2. 앞치마의 기능과 종류

앞치마의 기능은 의복의 기능과 같이 장식적인 기능

과 실용적인 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장식적인 기능은 신

분을 표현하거나 장식하는 것으로 착용자의 감정적 욕

구와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킨다. 인간은 복식을 이용하

여 자기를 표현하며, 이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상징적 상호작용을 이루게 된다. 실용적 기능은 어떤 목

적을 수행하기 위해 도구로 사용하는 것으로 위생과 보

호의 역할을 한다. 보통은 옷이 닳거나 찢어지는 것을 막

고, 오염으로부터 의복을 보호하고자 하는 실용적이고

위생적인 이유로 착용한다(Kim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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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전후에 앞치마는 여성의 전유물이 되었다.

전형적인 주부는 집안일과 요리에 관련하여 여성의 모

습으로 상징되었다. 1960~1970년대 여권 운동으로 인해

앞치마는 가사일을 위한 여성의 전유물에서 벗어나 작

업복, 이발사 및 미용사뿐만 아니라 푸줏간, 웨이트리스

및 요리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착용하였으며, 현재

는 패션, 취미, 서비스 등의 한 아이템으로 기능적인 면

은 물론 장식적인 면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또한 유럽의

민속복이나 중국 소수민족의 복식에도 장식을 목적으로

하는 앞치마가 다수 남아 있다(Kim, 2006).

앞치마는 형태에 따라 허리에서 아래로 몸을 덮는 허

리 앞치마(half apron), 몸의 윗부분을 덮는 앞치마(bib

apron), 어깨에 주름이나 장식 분량이 많이 넣은 앞치마

(pinafore)가 있다. 20세기에는 착용 목적에 맞게 개량되

어 가슴바대가 있는 형, 오버스커트형, 점퍼스커트형, 스

목(smock)형 등이 있다. 세탁에 견디는 목면이 많으나

그 외에 비닐클로스, 에나멜클로스, 아세테이트, 폴리에

스테르 등 다릴 필요가 없는 합성섬유가 있으며 피혁, 고

무제품 등도 있다. 또한 앞치마를 용도에 따라 분류하면

가정용, 방수용, 판촉용, 전자파차단용, 일회용 등으로 나

눌 수 있다(Kim at al., 2012).

현대에는 장식용의 앞치마는 보다 실용성에 중점을

둔 것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으나, 일상생활에 윤기나 쾌

활함을 줄 수 있는 디자인도 요구되고 있으며 모양과 크

기는 시대적인 의상의 유행, 그리고 스커트의 길이, 모

양에 관련되어 있다.

III. 동양과 서양의 앞치마

앞치마는 착장되어지는 시대나 지역에 따라 의복의 보

호, 권위, 상징, 전통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입혀졌으며, 단

순한 사각의 형태부터 가운형에 이르는 다양한 형태가

있다. 동양과 서양 복식사에 나타나는 앞치마를 장식적

인 기능과 실용적인 기능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1. 동양 복식에 나타나는 앞치마

1) 장식적인 기능

중국 고대 신의 인물(상왕조 B.C.1600~BC11) 중 일부

가 도끼 모양의 앞치마를 착용하고 있다(Fig. 1). 이 앞치

마의 모습이 후대에 중국의 폐슬로 발전하였는데, 앞쪽

에 늘어진 도끼 형상의 앞치마가 사다리꼴의 폐슬이 된

것은 청대 이후이다(Lee & Lee, 1987).

한국에서 앞치마의 모습으로는 고대시대에 주름이 없

는 의식용 상의 형태로서 전상이 있다. 고서에 치마를 지

칭하는 것으로 상과 군이 혼용되어 있는데, 전상은 일반

적으로 주름 없이 치마의 앞을 장식한 상의 형태로 신

분을 표현하는 장식적인 기능의 앞치마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Chae, 2017).

고구려 벽화에는 다수의 전상의 모습이 나타난다. 감

신총의 왼쪽 벽에는 3명의 여인 행렬이 그려져 있는데,

회벽이 떨어져 나가 여인들의 얼굴은 확인되지 않지만,

긴 포를 입고 그 위에 U자형의 전상을 걸친 모습을 하고

있다(Fig. 2). 또한 안악 2호분에서 묘주 부인과 여인 역

시 U자형의 전상을 착용하고 있는데, 높은 신분에게 나

타나는 장식적인 기능의 앞치마라 할 수 있다(Fig. 3). 전

상은 모두 주름이 없고 뒤에서 허리를 묶어 뒤로 늘어

뜨린 형태로 포 위에 입을 만큼 여유가 있는 형태로 보

인다. 색상은 흰색이거나 외의와 같은 색상과 소재를 사

용하였다. 공통적으로 아래가 둥근 U자 형태를 따라 동

색 또는 이색의 가선 장식을 볼 수 있다.

또한 고려시대 <수월관음도>와 <관경변상도>의 귀부

인 여성에게도 앞치마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수월관음

도>의 귀부인<Fig. 4>은 붉은 치마를 착용하였는데, 꽃

무늬 치마 위에 사각형의 전상을 착용하고 있다. <관경

변상도><Fig. 5>의 여인은 저고리 위에 치마를 입고 그

위에 전상을 착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통일신라시대의

착용법이 그대로 통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Chae, 2012).

고구려의 전상과 같이 신분이 높은 여인의 장식적인 앞

치마로 볼 수 있으며, 주름이 없고 선 장식이 있다. 그러

나 사각의 형태인 것이 고구려와 다르며, 모두 기하학의

형태이다.

한국과 중국에서 면복 차림을 할 때 무릎을 드리우는

Fig. 1. Apron.

From Hong et al. (2011).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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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으로 폐슬이 있다. 폐슬은 ‘무릎을 가린다’는 의미

로 허리에 차고 무릎을 꿇으면 무릎이 가려지기 때문에

‘폐슬’이라 하였다(Choi, 2015). 폐슬의 재료는 처음에는

가죽을 사용하였고, 그 뒤 포백(布帛)으로 바뀌었다. 위

가 좁고 아래가 넓은 긴 사각의 형태이며 앞면에 장문(章

文)을 수놓았다. 위쪽 가장자리에 옥대를 걸어 고정하기

위한 고리나 끈이 달려 있다. 황제의 면복 폐슬에는 용

(龍), 조(藻), 분미(粉米), 보(黼), 불(黻), 화(火)로 이루어

진 여섯 가지의 장문을 수놓았으며, 황태자와 왕, 왕세

자의 폐슬에는 조, 분미, 보, 불 네 가지의 장문을, 왕세

손의 폐슬에는 보와 불 두 가지를 수놓아 신분을 구분하

였다(Choi, 2015). 폐슬은 신체를 넓게 가리게 되고, 형태

를 제대로 갖춘 옷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는 치마의 모습

으로 나타나는데, 면복과 같은 예복에서는 ‘상(裳)’이라

하며, 아랫도리로 입기 때문에 ‘하상(下裳)’이라고도 한

다(Choi, 2015).

한국의 폐슬은 면복의 착용과 함께 고려시대부터 사

용되었다. 중국의 도끼 형상의 앞치마가 한대에까지 이

어지다가 사다리꼴의 폐슬이 된 것은 청대 이후로 볼 때

(Lee & Lee, 1987), 한국의 폐슬은 고구려시대 U자형의

앞치마가 중국과는 다르게 전개되다가 고려시대 이르

러 중화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2) 실용적인 기능

한국의 고구려 안악 3호분 동쪽 벽에는 부엌, 육고에

서 일하는 여인들의 모습<Fig. 6>−<Fig. 7>이 그려져 있

다. 이들은 모두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데, 착용한 의복과

일을 하는 모습으로 서민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식적인

용도가 아닌 실생활에서 요리를 하고 작업을 하기 위한

목적의 앞치마로는 매우 이른 시기에 나타난 자료라 할

수 있으며, 이 모습이 현대의 주방모습과 매우 유사하다.

이들은 좁은 폭의 주름치마 위에 주름이 없는 흰색의 앞

치마를 두르고 있는데, 사각형 형태로 앞서 장식적인 형

태의 앞치마에 비해 길이가 길고 폭이 넓어 치마를 보호

하기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앞치마는 한국에서 후대에 여인만이 입는 치마로

행주치마라 불리게 된다. 여인들은 집안일, 특히 부엌일

을 도맡아 하는데, 음식을 만들 때는 청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치마 위에 앞치마를 둘렀다. 앞치마는 지금의 것

과 모양이 크게 다르지 않지만 허리에 매는 끈의 폭이 넓

고 길어 매어도 아래로 길게 늘어지는 점이 지금의 앞치

마와 약간 다르다(Suh, 2004).

본래 ‘행주’란 그릇을 훔치거나 씻을 때 쓰는 헝겊을

말하는데, 행주치마는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어 붙여진

Fig. 2. Gamsin-

chong.

From Chae.

(2017). p. 337.

Fig. 3. Anak

No. 2 tomb.

From Chae.

(2012). p. 126.

Fig. 4. Avalokitesvara

with willow branch.

From Chae.

(2012). p. 224.

Fig. 5. Gwangyeong-

byeonsangdo.

From Chae.

(2012). p. 226.

Fig. 6. Anak

No. 3 tomb (I).

From Chae.

(2012). p. 128.

Fig. 7. Anak

No. 3 tomb (II).

From Chae.

(2012). p.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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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다. 또한 1593년(선조 26) 2월 행주산성에서 권율

이 왜병을 맞아 싸울 때 성 안의 부녀자들이 합세하여

치마에 돌을 날라 병사들에게 공급해줌으로써 큰 승리

를 거두었는데, 당시 부녀자들의 공적을 기리는 뜻에서

치마의 명칭에 ‘행주’라는 지명을 따서 행주치마라고

일컫게 되었다고 한다(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Studies Press, 1994).

한국 행주치마의 모습은 조선시대 신윤복과 김홍도

의 풍속화에서 많이 나타난다(Fig. 8). 행주치마는 무명

천으로 겉치마 폭보다 1~1폭 반 정도 좁게 하고 길이

도 한 뼘 정도 짧게 하였으며 주름을 잡아 허리 말기에

달아 형태가 치마와 비슷하였다. 치마가 뒤쪽으로 휩싸

이지 않게 한 형태로 이를 통해 걸을 때나 일을 할 때 치

마가 늘어지는 불편을 덜 수 있고, 옷고름이 내려와 음

식에 닿는 일을 방지하는 등 실용적인 목적으로 사용되

었다(Kim et al., 2012). 걷거나 일할 때는 치마가 늘어지

는 불편을 덜기 위하여 위를 걷어 올리고 허리띠로 매

어 거들치마를 하였는데, 그 위에 행주치마를 두르기도

하였다(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Studies Press,

1994).

2. 서양 복식에 나타나는 앞치마

1) 장식적인 기능

앞치마는 복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요의형으로

볼 수 있으며(Kim et al., 2012), 고대 서양의 이집트(BC

3200~BC332), 크레타(BC1400), 마야(BC500~AD1200)

에서 일부 장식적인 기능의 앞치마를 찾아볼 수 있다.

고대 이집트에서 장방형의 천을 허리에 둘러 입는 방

식의 가장 단순한 형태로 남녀 모두 로인 클로스(loin

cloth)를 착용하였다. 왕족의 남자들은 전체적으로 주름

이 잡힌 로인 클로스에 신분을 상징하기 위해 술이 달린

허리띠나 쉔도트(shendot)라는 앞장식판을 착용하였다.

쉔도트는 에이프런형의 장식 패널로 헝겊에 보석이나

유리가루를 붙여 장식하였다. 그 밖에 장식을 위해 태양

을 상징하는 방사선형 주름이 있는 삼각형 모양의 앞치

마를 착용하였는데(Kim & Ahn, 2009), 이를 트라이앵귤

러 에이프런(triangular apron)이라 한다. 태양을 표현하기

위해서 밑에서부터 벨트 쪽을 향해 방사선의 주름이 있

는데, 당시에는 왕이나 사제들이 권위의 상징으로 입었

다(Fig. 9).

고대 크레타의 뱀을 든 여신상은 다산을 기원하는 것

으로 가슴을 드러내고 긴 종 모양의 스커트 위에 U자형

의 앞치마를 입고 있다(Fig. 10). 크레타 스커트의 특징

중 하나는 U자형의 앞치마를 둘러 조임으로써 유방과

엉덩이를 강조한 것이다(Kim & Ahn, 2009). 이는 고구

려의 U자형의 앞치마와 형태는 같으나, 서양 복식에서

나타나는 바디-피티드(body-fitted)되어 인체의 실루엣을

강조한 모습이 다르게 나타난다. 앞치마에는 기하학 문

양인 마름모 안에 점과 선이 그려져 있다. 마름모 안의 하

나의 점은 생명의 씨를 의미하는 것으로 영원한 대지의

의미를 나타내었다고 한다(Seo & Gang, 2005). 또한 앞

치마의 바깥쪽으로 선 장식을 볼 수 있다. BC1500년 이

후 크레타의 선 장식에는 지그재그 문양의 감옥 기법(금

테두리 안에 여러 가지 색깔의 옥을 박아 넣는 기법)이

나타나는데, 이는 이집트에서 파시움을 만들 때 사용한

것으로 그 유래를 이집트로 보기도 한다(Kim, 2003). 고

대의 동 ·서양에서 나타나는 장식 기법으로 기능적 목적

Fig. 8. Joseon apron.

From Ha. (2013). p. 51.

Fig. 9. Shendot and Triangular apron.

From Kim and Ahn. (2009).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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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장식적인 목적으로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

앙아메리카 유물에서도 앞치마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

다. 중앙아메리카의 고대 신들에게도 앞치마 입은 모습

이 조각되었다. 삼각형 플랩이 있는 앞치마를 입은 것으

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들 조각은 신들에 대한 충성의

표시와 권위의 상징으로써 의식적인 목적으로 앞치마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있다(Fig. 11).

고대시대 앞치마의 모습이 상류 여성의 드레스의 일

부로 첨가되어 장식적으로 사용된 것은 16세기경이다.

상류 사회의 사람들은 주름으로 아름답게 장식된 앞치

마를 입었으며, 일반인들은 실용적인 목적으로 입었다.

17세기에는 다양한 앞치마가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레이

스나 자수 등으로 장식된 것, 포켓이 붙여진 것, 삼각형

과 마름모형 등의 작은 가슴바대가 있는 것 등이 나타났

다(Kim, 2006). 디에고 벨라스케스(Diego Velazquez)의

작품 속 난장이가 로브 위에 착용한 앞치마는 여러 개의

세로 패널 사이에 섬세한 자수가 되어 있으며 가장자리

에는 레이스를 둘러 장식하고 있다(Fig. 12). 당시 코르피

케와 버팀대를 사용하여 허리를 강조한 로브 형태의 여

성 복식으로 인하여 앞치마 역시 로브와 유사한 모습으

로 가슴바대를 하여 가슴과 허리를 강조하거나 레이스

나 자수 등의 화려한 장식을 한 것으로 보인다.

18세기 문화의 주류는 프랑스에 있었으며 여주인을 중

심으로 한 살롱 문화에는 방종한 기운과 여성적인 취향

으로 가득한 생활이 전개되었다. 따라서 앞치마의 형태,

소재와 장식에 있어서도 한층 호화로움을 더하여 값지

고 화려한 것이 사용되었다. 윌리엄 호가스(William Ho-

garth)의 작품에 등장하는 두 명의 소녀들은 각기 화려

한 로브를 입고 있는데, 바디스와 머슬린제 앞치마의 가

장자리에는 꽃 모양의 레이스 장식이 되어 있다(Fig. 13).

장식용 앞치마는 레이스 등 고급 소재가 사용되고, 자수

나 선을 두를 때 다이아몬드, 진주를 비롯한 여러 가지

보석으로 장식한 것까지 출현하였다. 프랑스 앙리 4세

의 왕비 마리 드 메디치가 이용한 다이아몬드와 진주를

2,000여개 붙인 앞치마가 있으며, 퐁파두르는 금사, 은사

로 짠 천의 한 면에는 다이아몬드를 장식한 앞치마를 가

Fig. 10. Snake goddness.

From Hafner.

(1969). p. 21.

Fig. 11. Mexican warrior.

From Longhena.

(2001/2004). p. 33.

Fig. 12. An apron with a lace (I).

From 난쟁이와 함께 있는 발타사르 카를로스 왕자의

초상 (1631) [Dwarfs with the portrait of prince

Baltasar Carlos (1631)]. (n.d.). http://terms.naver.com

Fig. 13. An apron with a lace (II).

From The Graham Children (1742). (n.d.).

http://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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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었다. 1770년경 루이 16세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

트는 로브 위에 진주를 붙인 실크 앞치마를 입었다고 한

다(Kim, 2006). 동양의 앞치마에는 가선 장식이 있는 반

면, 서양은 레이스 등과 같은 장식으로 선을 두른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회화 작품 속에서 여성들은 신분과 직업을 표현하기

위해 앞치마를 착용하고 있는데, 따뜻함, 실용성, 집안

분위기, 정서 및 환대를 나타내기 위해 앞치마를 입고 나

타난다고 할 수 있다. 고대에는 남녀 모두 앞치마를 입

은 모습이 나타나나, 후대로 갈수로 장식적인 앞치마는

여성에게서 나타난다.

영국 산업혁명 시기에는 여러 유형의 앞치마가 나타

났다. 공장과 재봉틀의 발달로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여

지가 많았으며, 고용주와 직원의 지위 차이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유니폼화가 되기도 하였다. 현재 앞치마는 유

럽의 민속복에서 나타나는데, 장식적인 목적이 강하게

남아있는 복식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Kim, 2006), 패션

을 반영하는 의복의 한 형태로 패션의 상징이 되었다.

2) 실용적인 기능

앞치마는 고대 동 ·서양에서 신분과 지위의 상징의 표

현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용적인 목적으로서의 앞치마

는 중세시대에 이르러서야 나타난다. 중세시대에는 직

물이 귀했기 때문에 앞치마는 소중한 의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앞치마는 무장의 일부로도

이용되었으며, 일반인에게는 실용적인 목적으로 사용되

었다(Kim, 2006).

르네상스 이후 유럽에서는 주부, 근로자, 상인 및 장

인들이 앞치마를 착용하였다. 독특한 앞치마는 남자의

직업을 나타내는데, 이발사는 체크 무늬의 앞치마를 입

었으며, 석공은 흰색 앞치마를 입어 돌에서 나오는 먼지

로부터 옷을 보호하였다. 구두 수선공은 검은색 왁스로

부터 옷을 보호하기 위해 검은색 앞치마를 입었다. 푸줏

간 주인은 푸른 줄 무늬를 입었으며, 집사는 녹색 앞치

마를 입었다. 직조공, 방적공 및 정원사는 파란색 앞치

마를 착용하였다.

석공들은 작업장의 먼지로부터 옷을 보호하기 위해

흰색 앞치마를 입었는데, 석공 장인들의 조합이 프리메

이슨(freemason)으로 남아 있으며, 21세기에도 프리메이

슨의 예식 복장의 일부로 앞치마가 남아 있다(Fig. 14).

프리메이슨의 앞치마에는 문장이 그려져 있는데, 중세

의 성당 건축 직공들의 그림이 나온다. 그들은 모두 가

죽 앞치마를 하고 있는데, 설거지 할 때 두르는 앞치마

처럼 단순히 오염 방지를 위한 것이었다. 사각형 위에 삼

각형의 플랩이 겹쳐 있는 모양은 19세기에 이르러 일반

화되었다(Jin, 2009).

실용과 위생을 목적으로 앞치마를 착용하기 시작한

모습은 16세기 이후 그림에서 자주 등장한다. 이에 비해

한국은 고구려시대에 일찍 주방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여성의 모습만 보이는 반면, 서양에서는 남녀의 모습이

모두 나타나는 점이 다르다. 상류 사회의 사람들이 앞치

마를 아름답게 장식하여 사용한 반면, 서민들은 남녀 모

두 일상생활에서 앞치마를 착용한다. <Fig. 15>−<Fig.

16>은 데이비드 데니스르(David Teniers) 작품으로 농

부들의 삶을 그려내고 있는데, 서민들의 모습과 앞치마

를 입고 있는 모습이 조선시대의 김홍도와 신윤복 그림

에서 앞치마를 두른 모습과 유사하기도 하다.

또한 앞치마의 모습이 16세기 이후 청교도에게도 나

타난다. 영국은 종교문제로 내전을 치른 후 크롬웰(Oli-

ver Cromwell)에 의해 청교도에 의한 정치가 생겨난다.

청교도인은 이상적인 복식에 있어 종교적으로 경건한

신앙심에 바탕을 둔 근검, 소박한 모습을 요구하였다. 당

시 로브 위에 레이스로 가장자리를 처리한 앞치마를 장

식용으로 착용하는 것이 유행이었으나, 청교도 여성은

엄격한 생활 윤리를 바탕으로 하여 길고 검은 드레스 위

에 크고 평범한 앞치마를 입었다. 실용적인 용도로 사용

하기 위해 입었으나, 1650년대 영국에서 여성 패션을 지

배하였다(Lee & Kim, 1993).

실용적 목적의 앞치마는 장식적인 용도의 앞치마에 비

해 스커트를 충분히 가릴 정도로 주름을 잡아 풍성하거

나 그 길이가 길었다. 당시 여성복의 모습과 같이 가슴

Fig. 14. Masonic apron.

From Wilmshurst. (2010).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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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허리를 강조하기 위한 실루엣으로 가슴바대가 달리

고 주름을 잡아 풍성한 실루엣을 만든 것으로 사료된다

(Fig. 17)−(Fig. 18).

IV. 복식사를 통해 살펴본

한국 앞치마의 특성

동양과 서양 복식사를 통해 앞치마를 살펴보았을 때,

고대시대부터 다수 나타나는 한국의 앞치마에 대해 그

특성과 의미를 살펴본다.

1. 문화교류의 흔적

고구려 벽화 안악 2호분의 묘주 부인과 여인, 감신총

의 여인은 모두 U자형의 장식적인 기능의 전상(앞치마)

을 입고 있다. 일반적인 사각 형태의 앞치마에 비해 고대

시대 U자형의 앞치마는 독특한 형태로 볼 수 있는데, 이

것이 고대 크레타의 뱀을 든 여신상이 입고 있는 U자형

의 앞치마와 유사하다.

고구려의 U자형 앞치마는 공통적으로 주름이 없고

아래가 둥근 U자 형태를 따라 동색 또는 이색의 가선 장

식이 되어 있다. 크레타의 앞치마 역시 U자 형태에 바깥

쪽으로 선 장식이 되어 있어 고구려시대의 앞치마와 유

사성을 보인다. 또한 크레타의 앞치마는 기하학 문양인

마름모 안에 점과 선이 그려져 있다. 마름모 안의 하나의

점은 생명의 씨를 의미하는 것으로 영원한 대지의 의미

를 나타내었다고 하며(Seo & Gang, 2005), 앞치마의 바

깥쪽으로 선 장식을 볼 수 있다. BC1500년 이후 크레타

의 선 장식에는 지그재그 문양의 감옥 기법이 나타나는

데, 이는 이집트에서 파시움을 만들 때 사용한 것으로 그

유래를 이집트로 보기도 한다(Kim, 2003). 고대의 선 장

식은 동 ·서양에서 나타나는 장식 기법으로 기능적 목

적보다는 장식적인 목적으로 착용되었다. 이것은 고구

려 복식에서 원과 마름모 문양의 장식을 찾아볼 수 있으

며, 가선 장식이 동일한 것이 매우 주목할 만하다.

메소포타미아는 동 ·서양을 동시에 바라보는 지형 덕

분에 양쪽 모두의 영향을 받을 수 있었고, 티그리스 강

Fig. 17. Dutch interior

of the house.

From Fontanel.

(2010/2012). p. 223.

Fig. 18. The servants

taking water.

From Fontanel.

(2010/2012). p. 103.

Fig. 15. Peasant apron (I).

From Gambling Scene at an Inn (1649). (n.d.).

https://doopedia.co.kr

Fig. 16. Peasant apron (II).

From Peasants merry-making outside an Inn. (n.d.).

http://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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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유프라테스 강이 합류하는 지점에서 수메르 문명이

태어나고 발전하는데 기여하였다(Kim, 2003). 시기적인

차이가 있으나, 한국의 고대 복식에서 나타나는 가선 장

식과 카프탄형의 복식<Fig. 19>−<Fig. 20>, 백제의 의복

으로 보이는 천수국수장 여인의 플리츠 주름 층층치마

<Fig. 21>가 크레타의 복식과 유사성이 나타나고 있어

이것은 동 ·서양을 넘나드는 문화교류의 흔적으로 판단

되고 있다(Chae, 2017).

서양의 경우 장식적인 기능의 앞치마는 크레타에서

처음 나타나다가 이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중세 이후

에 장식적인 기능의 앞치마가 다시 나타나게 되는데, 고

대시대에 유사성을 가진 앞치마가 고대 한국과 크레타

의 앞치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고대

교류의 한 측면으로 추후 연구의 보완이 필요하다.

2. 전통의 재현

한국의 앞치마는 U자형과 사각형의 형태로 나타나는

데, 전통적인 한국 치마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낸다. 한국

의 치마는 직사각형을 바탕으로 한다. 가로는 옷감의 폭

을 그대로 하고 세로를 치마 길이로 해 여기에 길이와 폭

이 같은 직사각형을 반복적으로 연결한다. 세로 상단에

역시 긴 직사각형 띠를 붙이면 치마가 된다. 시대에 따라

입는 법에 변화가 있어 고대에는 허리에 둘렀고 후대로

오면서 가슴에 둘러 입기도 하였다(Chae, 2017). 치마는

외형적으로 다양한 양태를 띠며 발전했으나, 구조는 모

두 직사각형을 바탕으로 허리에 둘러 입는데(Chae, 2017),

앞치마는 전통 치마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기본 구조를 바탕으로 한국의 치마에는 가선 장식과

주름이 있다. 가선 장식은 고구려 벽화를 비롯하여 고려

의 불화, 조선시대 치마의 밑단에서 나타나는데, 앞치마

에서도 가선 장식이 나타난다. 주름은 가야시대 흙 인형

이나 고구려 벽화에 등장하는 치마에서 볼 수 있다. 한국

의 앞치마에서 주름은 조선시대의 행주치마에서 나타

나는데, 조선시대 치마가 풍성해짐에 따라 함께 앞치마

에도 주름이 생겨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치

마와 앞치마에 잡히는 주름은 단순히 신체에 맞춰지는

기능뿐만이 아니라 단순한 무지의 치마에 단조로움을 피

할 수 있는 조형감을 부여하기도 한다(Kim, 2006).

한국의 앞치마는 2부제인 한국 복식에서의 치마의 모

습을 재현한다. 반면 중세 이후 나타난 서양의 앞치마는

허리에 둘러 있는 앞치마와 가슴바대 있는 바디-피티드

된 앞치마가 있다. 한국의 앞치마가 전통 치마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것과 같이 서양의 앞치마 또한 바디-피

티드되어 인체의 실루엣을 강조한 원피스 형태의 복식

을 그대로 재현한 점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다

시 말해 전통적인 앞치마는 동 ·서양의 기본 복식을 재

현하여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류의 시작이 되었

던 드라마 <대장금>에서 주인공 이영애는 가슴바대가

달린 앞치마를 착용하였다. 앞치마가 한국의 전통 복식

인 치마를 재현한다는 점에서 정확한 고증이 필요한 부

분이라 하겠다.

3. 실용적 기능

고구려 벽화에는 부엌, 육고에서 일하는 여인들의 모

Fig. 19. Sumer.

From Chae. (2017). p. 270.

Fig. 20. Goguryeo Muyongchong.

From Chae. (2017). p. 270.

Fig. 21. Skirt.

From Chae. (2017). p.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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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이 다수 그려져 있다. 이들은 모두 앞치마를 두르고 있

는데, 장식적인 용도가 아닌 실생활에서 요리와 작업을

위한 앞치마로는 4~6C 매우 이른 시기에 나타난 자료이

다. 현대의 주방모습과 매우 유사한 이 앞치마는 좁은 폭

의 주름치마 위에 주름이 없는 흰색의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데, 사각형 형태로 길이가 길고 폭이 넓어 치마를 보

호하기 용도로 사용되었다.

이에 반해 서양은 르네상스 이후 유럽에서 주부, 근로

자, 상인 및 장인들이 앞치마를 착용하였다. 실용과 위

생을 목적으로 앞치마를 착용하기 시작한 모습은 16세

Table 1. Apron examined through the East and West costume history

East West

Apron · Figure
Shape · Color

Pattern · Detail
Apron · Figure

Shape · Color

Pattern · Detail

Decorative

function

Shape: Axe-shaped

Shape: Triangle

Color: White

Pattern: Sunlight

Detail: Wrinkle

China Egypt

Shape: U-shaped

Color: White

Detail: Line

Shape: U-shaped

Pattern: Diamond

Detail: Line

Goguryeo CRETE, BC17C

Shape: U-shaped

Color: Red

Detail: Line

Shape: Triangle

Detali: Tassel

Goguryeo Maya, 11-12C

Shape: Square

Detail: Line

Shape: Square

Color: White

Detail: Embroidery

Goryeo Consuelo Velasquez, 1931

Shape: Square

Shape: Covering the chest

Color: White

Detail: Lace

Goryeo, 1323 William Hogarth,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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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이후 본격적으로 그림에서 자주 등장한다. 16세기 이

후 김홍도와 신윤복의 그림에서 서민이 앞치마를 입은

모습과 서양의 서민들의 생활사를 표현한 그림에서 남

녀 서민 모두 앞치마를 입은 모습이 시기와 모습에서 유

사해보이기도 한다. 이후 서양의 앞치마는 바디-피티드

되는 의복의 형태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되는데,

현대에 이르러 실용적 기능의 앞치마가 유럽의 민속복

으로 남아있을 만큼 서양의 대표적인 의복으로 남게 된

다. 실용적인 측면에서 서양은 남녀 모두 앞치마를 착용

한 반면, 한국은 여성에게서만 앞치마를 착용한 점이 다

르게 나타난다.

인류는 짐승의 가죽이나 식물성 재료를 엮어 몸을 가

리게 되는데, 가장 먼저 자신의 생식기부터 가렸다. 고대

인들이 사용하던 이 생식기 가리개는 후에 동 ·서양 모

두 높은 신분과 신을 위한 장식적인 의복의 형태가 되어

이어졌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앞치마가 최초의 실용

적 기능성을 가지고 나타났다는 점은 그 의미를 비중 있

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의복의 형태 중 요의형에 해당하는 앞치마는 의복의

보호와 신분의 표현 또는 장식을 위한 목적으로 고대시

대부터 사용되었다. 앞치마는 시대의 취향과 변화에 따

라 혹은 착용자의 모습과 의미에 따라 변화하기도 하였

는데, 과거부터 현재까지 장식적인 기능과 실용적인 기능

모두에서 있었음을 동 ·서양 복식 모두에서 알 수 있다.

고대시대부터 동 ·서양에 나타난 앞치마를 장식적인

기능과 실용적인 기능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한국 앞치

마의 특성을 서양적 유사성, 전통의 재현성, 실용적 기

능성으로 정리되었다. 고구려의 가선 장식이 있는 U자

형 앞치마는 마름모 문양과 가선 장식이 있는 크레타의

앞치마와 유사하다. 시기적 차이가 있으나, 한국의 고대

복식에서 나타나는 가선 장식과 카프탄형의 복식, 플리

츠 주름 층층치마가 크레타의 복식과 유사성이 나타나

고 있는 점에서 앞치마는 동 ·서양을 넘나드는 문화교

류의 흔적으로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한

Table 1. Continued

East West

Apron · Figure
Shape · Color

Pattern · Detail
Apron · Figure

Shape · Color

Pattern · Detail

Practical

function

Shape: Square

Color: White

Shape: Square

Color: White

Goguryeo David Teniers, 1610-1690

Shape: Square

Color: White

Shape: Square

Color: White

Joseon David Teniers, 1645-1650

Shape: Square

Color: White

Shape: Covering the chest

Color: Blue

Joseon Francois Bonvin, 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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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앞치마는 사각형의 전통 치마를 바탕으로 하여 풍

성한 주름과 가선 장식을 하기도 하였다. 한국의 앞치마

는 전통 치마를 그대로 재현한 것으로 가슴바대가 있는

서양의 앞치마와는 확연히 다르다. 고구려 벽화에는 부

엌, 육고에서 일하는 여인들의 모습이 다수 그려져 있다.

이들은 모두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데, 장식적인 용도가

아닌 실생활에서 요리를 하고 작업을 하기 위한 목적의

앞치마로는 이른 시기에 나타난 자료이다. 현대의 주방

모습과 매우 유사한 이 앞치마는 좁은 폭의 주름치마 위

에 주름이 없는 흰색의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데, 사각형

형태로 길이가 길고 폭이 넓어 치마를 보호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서양의 앞치마에

관한 자료에는 고구려 벽화에 나타난 한국의 앞치마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었다. 4세기 고구려 벽화에 그

려진 앞치마의 형태와 사용 목적이 현재의 모습과 매우

유사함을 보았을 때, 한국의 앞치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서양은 근 ·현대 이후 앞치마에 대한 디자인과

자료가 풍부하며 생활에서 기능을 중시하는 서양 문화

의 특성상 앞치마가 다양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한

국은 고대시대부터 앞치마가 존재하였음에 그 의미를 두

고 재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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