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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symbolism and meaning of Yeomim in Korean traditional clothing. Throu-

ghout the study, literature research and analysis have been conducted along with empirical studies. The res-

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three types of Yeomim for Korean clothing. Various meth-

ods of Yeomim use different materials for tying clothes such as straps and buttons. Second, when we inv-

estigate how Yeomim of Korean clothing has evolved, left and right type of Yeomim had coexisted in an-

cient times and Dae had been used mainly to tie clothes. The Yeomim method has used various materials

since the Goryeo Dynasty. During the Joseon Dynasty, right type Yeomim dominated with majority using

Goreum. Third, Hanbok has consistently evolved with a unique bonding style that uses rectangular strap for

Yeomim, from the ancient times. The particular Yeomim method of twisting a rectangular strap represents

the circularity of space. In addition, Yeomim with a strap is characterized by the beauty of how its form can

be highly flexible depending on the human body or location of Yeomim, which corresponds to an unbalan-

ced and asymmetrical natural beauty unique to Korea.

Key words: Korean traditional clothing, Yeomim (Closing system), Aesthetic characteristics; 한국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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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목적

우리 민족이 예부터 착용해 온 한복(韓服)은 저고리 ·

바지 ·치마 ·두루마기[유고상포(襦袴裳袍)]로 오랜 역사

를 통해 한(韓)민족의 전통 양식과 고유 정신을 담고 있

다. 한복은 복식 유형에 있어 중앙아시아 북방계 카프탄

(caftan) 스타일의 전형인 앞이 열린 전개형(前開型)에 속

한다(Chae, 2017a). 고대부터 북방 유목민의 특성과 남

방계적 농경민의 특성이 결합되어 개방적이면서 폐쇄적

인 특성을 갖는 한국의 지형적 요인은 한국 복식 조형

에 있어서도 평면성과 함께 개방적이면서 폐쇄적인 특

성으로 동시에 작용하였다. 서양 복식이 지퍼나 단추 등

을 이용해 옷을 폐쇄적으로 잠가 입는 방식이라면 한복

의 저고리, 바지, 치마, 두루마기는 대체로 끈으로 여미

어 입어 닫혀 있는 동시에 열려 있는 독특한 구조를 보

인다. 이러한 폐쇄성과 개방성은 고대부터 조선시대까

지 한국 전통복식에 있어 하나의 큰 특징을 이룬다.

여밈이란 ‘여미다’의 명사형으로 ‘옷깃 따위를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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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아 옷차림을 단정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Hur, 1998)

전개형에 속하는 한복에 있어 여밈의 방식과 종류는 옷

의 디자인과 매무새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복

식 디자인에 있어 실용적, 장식적 기능과 동시에 내적

상징성을 내포하는 여밈은 한국적 패션 디자인의 중요

한 소스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밈이 한국

복식의 역사 속에서 어떠한 과정에 의해 변화되어 왔는

지, 여밈 방식에 내재된 상징성과 미적 특성이 어떠한지

살피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 복식 여밈에 관한 선행연구로 Lee(1986)는 한국

의복의 여밈에 대한 연구에서 여밈의 종류와 방법, 용도

를 중심으로 한국 복식의 여밈을 논하였으며 Park(2002)

은 한국 고대 복식의 임형에 관해, Choi(1991)는 한복의

옷고름에 표현된 장식에 관해, Lee and Kim(2012)은 한

복 중 저고리 여밈에 관해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위 선

행연구들을 참고하여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한국 복식

에 나타난 여밈의 종류와 방식, 용도에 대해 살피고 여

밈이 갖는 상징성, 미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

를 한국적 패션 디자인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제

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먼저 한국 전통복식에서 여밈이 갖는 의미

와 발생배경, 복식과 여밈과의 관계를 살펴 한국 복식에

있어 여밈의 의미를 찾고, 한국 복식의 역사 속에 나타

난 여밈의 종류와 방식에 대해 고찰한다. 또한 한국 전

통복식에 있어 여밈의 변화 과정을 살펴 여밈이 갖는

기능과 내적 의미, 상징성을 파악하여 그 미적 가치를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둔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한국 전통복식 여밈의 변화 과정을 고찰하

는 데 있어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한복의 시대적 흐름

에 따라 유고상포를 중심으로 여밈의 종류와 방법, 기

능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의미와 상징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선행연구 및 의류학, 고고학, 철학, 미

학 등 관련 서적을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와 고대부터 조

선시대까지 여밈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복식 관련 그

림 및 사진자료, 출토유물, 재현자료 등 시각자료를 바

탕으로 한 실증연구를 병행하였다.

한국 전통복식 여밈의 변화와 미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자료 분석에 활용한 복식 관련 시각자료는 약 300여

점으로 고대시대는 고구려 안악3호분, 장천1호분, 수산

리고분, 무용총, 쌍영총, 각저총 등 고분벽화를 중심으로

벽화 인물에 나타난 복식을 살펴보았으며 부여 유물로

추정되는 길림시 동단산 남성자성 출토 도용, 아프라시

압 벽화, 장회태자 이현(李賢)묘 벽화, 왕희도 삼국사신,

양직공도 백제사신, 신라시대 토용 등 다양한 유물 시각

자료를 통하여 삼국시대 및 통일신라시대 여밈에 관해

고찰하였다. 고려시대는 둔마리 고분벽화, 수월관음도,

조반부인상, 하연부인상, 불복장(佛腹藏) 유물 등 유물

및 회화, 재현작품의 시각자료를 참고하였으며 조선시

대는 김홍도, 신윤복 등의 회화자료에 나타난 복식, 그리

고 경기도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단

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온

양민속박물관, 충북대학교박물관 등에 소장된 복식의

시각자료와 이를 바탕으로 한 재현작품의 시각자료를 살

펴 복식에 나타난 여밈을 분석하였다.

II. 한국 전통복식 여밈의 종류 및 방식

1. 한국 복식에서 여밈의 의미

여밈은 ‘옷깃 따위를 바로잡아 옷차림을 단정하게 바

로 한다.’는 의미로, 한자어로는 ‘옷깃’, ‘옷섶’, ‘여미다’

는 의미를 갖는 ‘임(衽)’이 사용되고 있다(Hur, 1998). 일

반적으로 고대 한국 복식의 계통과 변천을 말할 때 상

의의 옷자락이 여미어지는 방향 즉 임형에 따라 북방계

호복(胡服) 계통으로 알려진 좌측으로 여미어 입는 좌임

(左衽)과 중국 한복(漢服) 계통의 오른쪽으로 여미어 입

는 우임(右衽)으로 크게 그 성격을 구분하고 있다(Chae,

2017a). 그만큼 임형은 고대부터 복식의 양식을 결정짓

는 중요 요소로 작용하였으며 Lee(2008)에 의해 주장된

내용을 따라 한국 복식은 주로 스키타이 복식 문화에 원

류를 둔 북방계 호복인 좌임형으로 알려져 왔다. 중국에

서는 상의의 여밈으로 주로 우임이 사용되었는데, 중국

역사서『한서(漢書)』에 “오랑캐들은 머리를 풀어 헤치

고 옷깃을 왼쪽으로 여미며, 사람의 얼굴을 하였으되 마

음은 짐승과 같다[夷狄之人 被髮左衽 人面獸心].”고 하

여 중국인들에게 좌임이 미개한 문화의 상징으로 표현

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Lee & Kim, 2012). 즉, 좌임

이라는 용어가 그 당시 중국 한족(漢族)의 우임 풍습과

다른 북방 오랑캐들의 일반적인 여밈 풍속을 일컫는 말

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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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밈 방식 및 종류

고대부터 우리 옷의 중요한 특징은 유형적 측면에서

전개형에 속하며 그 구성에 트임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

서 트임을 막아주는 여밈이 필요하며 여밈 방식으로 주

로 직사각형의 긴 띠인 대(帶)를 이용해 옷을 여미어 입

었다. 서양처럼 단추나 지퍼로 옷을 밀폐시키는 것이

아니라 띠나 끈을 통해 옷을 여미어 입음으로 인해 한

복은 묶은 부분 이외에는 옷이 개방되어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한복은 옷의 트임을 포개어

여미는 방식으로 주로 가슴이나 허리에 묶는 대와 옷에

부착된 띠인 고름, 단추 등이 사용되었으며 옷에 따라

띠와 고름, 고름과 단추 등이 혼합되어 사용되기도 하였

다. 여밈의 종류로는 옷의 트임을 교차시켜 포개는 방향

즉, 옷이 여미어지는 방향에 따라 좌임과 우임, 합임 등

으로 분류된다.

1) 여밈 방식

(1) 대

한국의 전통복식에서 옷을 여밀 때 사용하는 끈은 여

러 가닥의 실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고 실을 서로 엮

어서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직물을 이용하여 폭이 있는

긴 띠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였다(National Museum of

Korea [NMK], 2017). 고대부터 여밈으로 사용하는 직

사각형의 긴 띠는 고서기록을 따라 대라고 불렀다. 한

국 복식에서 여밈 방식으로 고대부터 주로 사용되어진

대는 의복을 착용할 때 가슴, 허리, 배 등의 부위에 둘러

매어 옷을 묶게 하는 끈 모양으로 된 천을 의미한다. 대

는 신체의 활동성을 높이는 기능성 외에도 고대부터 대

의 색으로 신분을 구분하는 등 신분 상징의 수단이 되기

도 하였다. 한국 복식에서 대에 관한 고서기록과 부여

시대 도용<Fig. 1>, 고구려 벽화<Fig. 2> 등 유물자료를

참고할 때, 그 이전 시기인 고조선시대부터 여밈 방식의

하나로 저고리나 포 위에 대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

된다.

대는 사용된 재료에 따라 포백대(布帛帶), 혁대(革帶),

과대(銙帶) 등으로 나뉘며 처음에는 풀[草]이나 새의 깃

털[羽], 동물 가죽[皮] 등을 엮어 띠를 만들어 둘렀다가

직조(織造)를 시작하면서 포백대가 만들어졌고 금속 문

화의 발달과 함께 포백대나 혁대 위에 금속으로 장식한

과대가 생겨났다(“띠[帶[대]] [Strap]”, n.d.).

직물로 만든 포백대는 주로 고대시대 둔부(臀部)까지

내려오는 긴 길이의 저고리에 사용하였으며, 개방된 의

복을 여미어 신체 활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Chae,

2017a). 가죽을 사용하여 만든 혁대는 가죽을 그대로 사

용하는 피대(皮帶)와 부드럽게 손질하여 만든 위대(韋帶)

가 있다. 과대는 포대(布帶) 또는 혁대 표면에 과판(銙板)

을 붙인 띠로써 사용된 재료에 따라 금대(金帶) ·옥대(玉

帶) ·석대(石帶) ·서대(犀帶) ·각대(角帶) 등으로 나뉘며

과판의 소재와 수에 따라 신분을 나타내었다(Jang, 2012).

포백대에 금속 장식을 더하여 과대가 생겨난 후, 과대는

실용성보다는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한 의식용이나

주술적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띠[帶[대]] [Strap]”, n.d.).

과대는 포대에서 시작하여 시대 흐름에 따라 사회 ·문화

적 요소를 더해가며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각대 형태로

발전하였으며 계급 분화에 따라 신분에 따른 권력과 부

를 상징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An,

1976).

(2) 고름

고름은 저고리나 두루마기와 같이 열려 있는 상의의

옷깃을 여미기 위해 양쪽 옷자락에 달아매는 끈을 의미

한다. 한국 고대 저고리는 엉덩이를 덮는 둔부선 길이로

저고리나 두루마기 모두 띠를 둘러 옷을 여미었다. 복

식사에서 주로 고려시대에 이르면서 짧아진 저고리에

따라 실용적인 고름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으

나 통일신라시대 토용<Fig. 3>을 보면 저고리 길이가 점

점 짧아지면서 의복 구조상 허리에서 매던 대를 대신하

여 저고리에 부착된 고름이나 맺음단추가 착용되었을 것

으로 유추된다(Chae, 2012). 또한 고서기록에서도 이미

삼국시대에 고름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일부 선행연

구(Lee, 1986)에서는 통일신라시대 흥덕왕 복식금제에

나타나는 요반(䙅襻)이라는 조항을 문헌상으로 나타나

는 옷고름에 해당하는 최초의 기록으로 보고 있으나 김

Fig. 1. Clay doll, 3-4C,

Buyeo period.

From Chae (2017a). p. 116.

Fig. 2. Dancers. Muyong-

chong, 4-5C, Goguryeo.

From Chae (2012).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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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AD 595~673)이 김춘추와 함께 축국을 하다가 그

의 옷고름을 밟아 옷고름이 떨어져 그 고름을 동생들에

게 달아주게 시켰다는『삼국사기』기록(Kim, 1145/2018)

을 통해 볼 때 신라시대에 이미 옷고름이 존재했음을 확

인할 수 있다(Chae, 2017a). 즉, 저고리 길이가 짧아지기

시작한 삼국통일 무렵부터 고름이 착용된 것으로 추정

되며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에는 저고리 길이가 점점

짧아지면서 여밈 수단으로 대 대신 옷고름이나 맺음단

추가 착용되어 여밈 방식으로 대와 고름, 맺음단추가 공

존하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조선시대 역시 적삼, 저고리 등의 상의와 겉옷인 포류,

그리고 당의, 원삼 등의 예복에 이르기까지 여밈 수단으

로 옷고름이 사용되었고 그 위에 대를 더하기도 하였다

(NMK, 2017). 조선시대 중기를 지나면서 옷고름은 장식

화되어 좁고 짧던 것이 다소 그 길이가 길어지고 폭이 넓

어졌으며 조선 말기에서 개화기에 이르러서는 장식성이

더해져 그 길이가 더 길어지고 폭은 더 넓어졌다(Chae,

2012). 옷고름은 기능적인 역할과 함께 장식적인 역할을

하며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한복의

여밈 수단이다.

한복 디자인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인 고

름은 그 길이와 폭이 트렌드에 따라 변화를 보인다. 대부

분의 옷고름은 길이가 긴 고름과 짧은 고름이 짝을 이루

며 주로 가슴 부분에서 교차하여 한 쪽으로 치우쳐 여미

었다. 또한 활옷처럼 같은 길이의 고름을 사용하여 매거

나 배자나 배냇저고리처럼 옷 전체를 한 번 둘러서 매기

도 하였다(NMK, 2017). 조선 23대왕 순조의 셋째 딸 덕

온공주(1822~1844)가 시집올 때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9세 때 입었던 왕실용 저고리의 고증 재현작품<Fig. 4>

과 그 도식화<Fig. 5>를 보면 저고리 길이가 매우 짧아

옆선이 거의 없고 여밈도 깊으며 겉고름 외에 붉은 사로

만든 안고름이 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Chae, 2012).

여성의 옷고름은 남편을 나타내는 상징적 수단으로, 남

편이 없는 여성은 옷의 길과 같은 색의 고름을 매었고

남편이 있는 여성은 옷과 다른 색의 고름을 매었다(Yoo,

1995). 어린 사람은 다홍색을, 젊은 사람은 꽃자주색, 나

이가 들면 검은자주색으로 색이 짙어지는 등 고름을 통

해 상징성을 표현하기도 한다(Yoo, 1980).

(3) 단추

한복에서는 끈을 이용한 여밈 외에도 단추를 사용하

기도 하였다. 단추는 옷이 벌어지지 않도록 여미는 데 사

용하는 복식 부품으로 옷을 여미거나 푸는 데 편리하게

하기 위한 기능적 목적과 함께 재료 ·색 ·형태를 다양하

게 하여 장식적 기능을 겸하기도 한다(Yoo, 1980). 원래

한복의 구조는 인체보다 품이 넉넉하며 주로 띠나 고름,

가는 끈 등으로 여미었기 때문에 단추는 여밈 방식으로

많이 사용되지 않았다. 한국 복식에서 단추의 사용이 일

반화된 것은 개화기 이후 양복의 도입에 의해서이지만

(Kim, 1995), 한국 단추 문화의 역사는 청동단추 유물

<Fig. 6> 등을 통해 볼 때 청동기시대나 초기 철기시대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청동기시대나 초기 철기

시대 단추가 복식에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되었는지는

Fig. 3. Clay figure of a woman,

Yonggang-dong Gyeongju, 8C.

From Yoo et al. (2011). p. 37.

Fig. 4. Princess Deok-on's Samhwejang 

Jeogori, 1831, Joseon, Copy.

From Chae (2012). p. 294.

Fig. 5. Princess Deok-on's Samhwejang 

Jeogori diagram.

From Chae (2012). p.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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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유물자료가 없어 알 수 없다.

청동단추 외에 매듭을 맺어 단추로 사용하는 맺음단

추<Fig. 7>도 그 역사가 매우 길다. 통일신라시대 토용

<Fig. 8>을 보면 둥근 네크라인의 단령(團領) 착용을 많

이 볼 수 있다. 당(唐)나라의 영향으로 보편화된 단령은

당시대 단령의 맺음단추를 이용한 여밈 방식<Fig. 9>을

통해 볼 때 통일신라시대 역시 단령의 여밈으로 맺음단

추 사용을 유추할 수 있다. 조선시대 단령<Fig. 10>에서

도 네크라인 여밈에 맺음단추 사용을 볼 수 있어 통일

신라시대 단령의 맺음단추 사용을 유추할 수 있다. 맺

음단추는 단추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좁은 폭의 끈목

을 이용해 매듭을 맺은 것으로 가정에서 가늘게 시친 옷

감으로 연봉매듭을 맺어 수단추의 구실을 하게하고, 또

하나의 끈으로는 동그라미를 만들어 암단추의 구실을

하게 하여 수단추를 암단추에 끼운 것으로, 흔히 남녀의

적삼에 사용하였으며 바지 등에도 매달았다(“맺음단추

[Button of knot]”, n.d.).

조선시대에는 여러 종류의 단추<Fig. 11>가 사용되

었는데 단령이나 적삼 외에도 마고자나 무관들의 공복

(公服) 가운데 하나인 철릭, 전복 ·장옷 ·마고자 ·조끼

·원삼 등 다양한 옷의 여밈 방식으로 사용되었다(NMK,

2017). 갑오개혁 이후에는 일반에도 널리 보급되기 시작

하였으며 저고리나 마고자 등에 사용된 단추는 호박 ·

금 ·은 등으로 만들어져 장식성과 함께 신분을 과시하

기 위한 사치 표현의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Lee & Kim,

2012).

2) 여밈 종류

전술하였듯이 한국 복식 여밈의 종류로는 한복을 착

용하였을 때 겉길이 좌측에서 여미어지는 좌임과 겉길

이 오른쪽으로 여미어지는 우임, 깃이 겹쳐지지 않고 앞

쪽에서 마주 닿게 여미어지는 합임이 있다.

(1) 좌임

좌임이란 의복을 착용했을 때 좌측에 겉길이 오게 입

는 것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고구려 고분벽화 등에서 좌

임의 예를 찾아볼 수 있으며 고대 한국 복식과 유관한 스

키타이, 중앙아시아의 누란, 투르판, 웨이리 등지의 출토

유물을 볼 때 대체로 북방계 유목민족들은 좌임형을 입

었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 벽화 인물들의 옷차림을 살펴

보면 장천1호분의 남자 저고리<Fig. 12>, 여자 저고리

<Fig. 13>나 덕흥리 고분 13태수의 포<Fig. 14>, 각저총

귀족여인의 포<Fig. 15>처럼 겉길이 왼쪽에서 여미어지

고 있는 좌임의 형태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왼쪽으로 여미어 입는 형태는 수렵생활을 하는 고구려

인들이 활을 쏘는 동작이 이루어지는 곳에 불필요한 장

애물이 있으면 활을 쏘기에 불편하므로 오른손으로 깍

지를 끼고 화살을 당겨 쏘는 우리 민족은 우임일 경우

화살이 지나가는 통로를 방해하기 때문에 좌임을 했을

거라는 추론이 있다(Lee & Kim, 2012).

고려시대 일본 대덕사 소장 불화 수월관음도 중 귀부

인의 의상<Fig. 16>을 보면 황색의 둔부선과 허리선 중

간 길이의 저고리를 착용하고 있는데 여밈 방향은 좌임

에 옆선에 깊은 트임이 있다(Chae, 2012). 그러나 고려

Fig. 6. Bronze buttons,

Bronze age.

From NMK

(2017). p. 344.

Fig. 7. Button of knot,

Possession of Dankook

university Seokjuseon

memorial museum.

From Kim (1995).

https://terms.naver.com

Fig. 8. Clay

figure of a man,

Yonggang-dong

Gyeongju, 8C.

From Yoo et al.

(2011). p. 34.

Fig. 9. Button of

Dan-ryeong, 7-8C,

Tang Dynasty.

From Chae

(2017a). p.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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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는 유물 등을 통해 볼 때 대체로 우임이 착용되었

으며 조선시대 역시 주로 여밈 방향이 우임이 사용되었

다. 조선시대에는 좌임이 미개한 풍속과 불경스러운 징

조로 표현되고 있어 시대와 사상의 변화에 따라 여밈의

방향이 좌임에서 우임으로 정착되어 갔음을 유추할 수

있다.

저고리나 두루마기 외에도 하의에도 여밈 방향이 존

재한다. 조선시대에는 치마의 여미는 방향이 지역과 시

대에 따라 달랐으며 치마를 여미는 방향으로 양반과 천

민의 신분을 구분하는 풍습이 있었다(Jo et al., 2010).

<Fig. 17>은 조선시대 사회를 30점의 풍속화로 담아낸

‘혜원전신첩(蕙園傳神帖)’ 중 하나인 이승영기(尼僧迎妓)

로 오늘날 전하는 제목은 후대에 지어진 것이다. 이승영

기는 비구니가 기생을 맞이한다는 뜻이지만 그림만으로

는 왼쪽의 승려가 남승인지 여승인지, 가운데 여인이 기

생인지 여염집 아낙인지조차 논란거리이고 해석도 제각

각이다(Suh, 2016). 양반가에서는 주로 치마를 왼쪽으로

여며 입고, 천한 신분인 기생은 오른쪽으로 여며 입는다

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 풍속이 반드시 정해진 법도를 따

르는 것은 아니었다. 치마의 여밈 방향은 집단에 따라 지

역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당시 당파와 지방색이

작용한 것으로 경북 안동을 중심으로 하는 양반가 여성

은 치마를 오른쪽으로 여며 입은 데 비해, 충남의 양반가

는 왼쪽으로 여며 입었으며 남인은 오른쪽으로 치마를 여

몄고, 서인의 경우 노론은 왼쪽으로 소론은 오른쪽으로

여며 입었다(Jo et al., 2010). 그러나 현대 한복 치마는 주

Fig. 10. Hungseon Daewongun's portrait and diagram

of Hungseon Daewongun's Danryeong (official robe).

From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2013). pp. 94-95.

Fig. 11. Buttons of the Joseon Dynasty.

From 조선시대 여러가지 단추

[Buttons of the Joseon dynasty.].

(2010.). http://www.cybernk.net

Fig. 12. Gate

guard, Changcheon

tomb No.1, 5C.

From Chae

(2012). p. 20.

Fig. 13. Woman,

Changcheon

tomb No.1, 5C.

From Chae

(2017a). p. 108.

Fig. 14. 13 county 

governors. Deok-

heungri tomb, 5C.

From Chae

(2012). p. 164.

Fig. 16. Suwol-

gwaneumdo: noble 

woman. 14C, Goryeo, 

Daeduk-sa in Japan.

From Chae (2012). p. 224.

Fig. 15. Noble 

woman, Gakjeo-

chong, 4-5C.

From Chae

(2012).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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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을 한 방향으로 잡아 대부분 왼쪽으로 여며 입는다. 이

승영기<Fig. 17>의 가운데 여인과 맨 오른쪽 여인의 치

마 여밈은 그 방향이 서로 반대인데 가운데 여인은 치마

를 오른쪽으로 여미어 입고 오른쪽 시중드는 여인은 치

마를 왼쪽으로 여미어 입고 있어 오른쪽 여인은 몰락한

양반가 여인으로 보고 있다(Suh, 2016).

(2) 우임

우임이란 저고리의 겉길이 오른쪽으로 여미어지게 입

는 상태를 말하며 한국에서 우임은 고대부터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는 교임의 하나로 3세기 부여 도용<Fig. 1>,

고구려 수산리 고분벽화의 귀부인<Fig. 18>, 쌍영총 귀

부인<Fig. 19>, 왕회도 삼국사신<Fig. 20> 등 다양한 시

각자료에서 그 임형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한국 전통

복식이 북방 호복 계통의 것으로 상고시대에는 앞여밈

이 좌임이어서 겉섶이 우측에 달려 있었으나, 일찍이 한

복(漢服)의 영향을 받아 우임으로 옮겨가면서 통일신라

시대 이후로는 우임이 보편화되었다는 내용(Yoo, 1980),

그리고 고대 우리 옷은 대체로 좌임으로 설명된 부분과

차이가 있다. 부여 도용의 포가 우임이고 고구려 벽화 복

식을 비롯한 고대 한국 복식 유물의 임형을 분석하면 좌

우임, 합임이 혼용되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어(Chae,

2017a) 중국은 우임, 한국은 좌임이라는 식의 설명이나

5세기 이후 중국의 영향으로 좌임이 갖는 미개 문화의

상징에서 벗어나기 위해 좌임이 사라지고 우임이 착용

되었다는 주장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고려시대 저고리나 두루마기 유물을 보면 주

로 우임이 착용되었으며 조선시대에도 대체로 상의의 여

밈 방향이 우임을 하고 있어 고려부터 조선시대까지 보

편적으로 우임이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Chae, 2012).

조선시대 여러 풍속화에 등장한 서민여인의 모습을 보

면 장식이 거의 없는 소색의 저고리를 오른쪽으로 여미

어 입고 치마 역시 오른쪽으로 여미어 입고 있어 치마의

여밈 방향으로 양반과 그 신분을 구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Jo et al., 2010).

(3) 합임

합임이란 교임처럼 깃이 겹쳐지지 않고 앞쪽에서 마

주 닿게 여며지는 상태, 섶이 없이 서로 맞대어진 형태

를 말한다. 고구려 안악3호분 묘주<Fig. 21>나 덕흥리

고분 묘주<Fig. 22>, 귀부인<Fig. 23>이 입고 있는 포는

Fig. 17. Iseungyeonggi-paintings of Hyewon

Shin Yun-bok, 18C, Joseon Possession

of Kansong Art & Culture Foundation.

From Suh (2016). http://www.seoul.co.kr

Fig. 18. Noble woman, 

Susanri tomb, 6C.

From Chae (2012). p. 34.

Fig. 19. Noble women, 

Ssangyoungchong, 5C.

From Chae (2012). p. 30.

Fig. 20. Envoys of Baekje, Silla, 

Goguryeo, Wanghuido, 7C.

From Chae (2012). p.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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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임으로 직령(直領)의 옷깃이 서로 합쳐진 V자형 옷깃

의 형태를 보인다(Chae, 2017a).

고려시대 문신 이존오의 딸, 하연(1376~1453) 부인상

<Fig. 24>을 보면 소저색의 당초문이 있는 합임포를 입

고 있으며 조반 부인상<Fig. 25> 역시 가선한 합임포를

입고 있다(“포 [Po, traditional Korean overcoat]”, 2002).

조선시대에는 합임이 많은 의복 종류에서 보이며 부녀

자들이 입던 예복(禮服)인 원삼(圓衫)<Fig. 26>−<Fig. 27>

이나 조선왕조 공주 · 옹주가 대례복으로 입던 활옷[闊

衣]<Fig. 28>, 사규삼(四揆衫), 전복(戰服), 반비(半臂), 배

자(褙子) 등에서 합임의 사용 예를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합임의 여밈 방식이 고대부터 조선시대까

지 여러 종류의 의복에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III. 시대에 따른 여밈의 변화

1. 고대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우리 옷의 기본인 유고상포와

속옷들까지 한국 복식의 여밈은 대부분 직사각형의 끈

을 이용한 여밈이다. 한복의 역사 가운데 그 구조에 있어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은 저고리로 삼국시대부터

현대까지 다양한 디테일로 변화되어 왔다. 특히 여밈의

변화에 따른 섬세한 면 분할과 다양한 색상대비에 의해

나타나는 독특한 감각의 조화로운 구성미는 한복을 대

표하는 미적 특징이다(Chae, 2017b).

저고리가 둔부를 덮는 길이이던 고대에는 허리에 대

Fig. 21. Tomb owner.

Anak tomb no.3, 4C.

From Chae

(2012). p. 18.

Fig. 22. Tomb owner.

Deokheungri

tomb, 5C.

From The Compilation 

Committee of the 

Illustrated Book of 

Ruins and Relics of 

Korea (2000a). p. 172.

Fig. 23. Noble 

woman, Gaema 

tomb, 6C.

From The Compilation 

Committee of the 

Illustrated Book of 

Ruins and Relics of 

Korea (2000b). p. 124.

Fig. 25. The portrait 

of madam Joban, 

14C, Goryeo.

From Chae

(2012). p. 190.

Fig. 24. The portrait of 

madam Hayeon, 14-

15C, Goryeo.

From Chae

(2012). p. 192.

Fig. 26. Green Wonsam

for royal lady.

From 녹원삼 [Green Wonsam] (n.d.).

http://www.culturecontent.com

Fig. 27. Diagram of crown

princess Yiqin's Green Wonsam.

From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2013). p. 129.

Fig. 28. Hwalot

of the Joseon dynasty.

From 활옷 [Hwalot] (n.d.).

http://www.cultureconte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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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매어 옷을 여몄으며, 여밈의 종류와 방식은 고구려 고

분벽화 등 유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구려는 벽화를

통해 볼 때 저고리나 두루마기 위에 주로 몸판 색과 다

른 선(縇)과 대를 했음을 알 수 있으며 포백대를 결하는

위치는 벽화를 보면 앞, 뒤, 옆으로 자유롭게 매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체로 남녀의 저고리 대는 앞에서

매었고 여자 두루마기의 대는 옆에서 매었는데 저고리

나 두루마기의 대를 둘 다 허리에서 매면 같은 위치에 중

첩되므로 이를 막기 위해 앞과 옆으로 나누어 맨 것으로

사료된다(“띠[帶[대]] [Strap]”, n.d.). 고구려 고분벽화를

보면 착용자에 따라 포백대의 폭이 다르게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일반 서민은 가는 포백대를, 신분이 높은 사

람은 넓은 포백대를 착용한 것으로 보아 포백대의 폭은

착용자의 신분을 상징하는 역할도 겸비한 것으로 추측

된다. 고구려 대에 관해 고구려왕이 금구(金鉤)가 붙은 가

죽대를 띠고 대신(大臣)들은 흰색 가죽대[白韋帶]를 띠

었다고 기록(Kim, 1145/2018)되어 있어 왕과 대신이 신

분에 따라 다른 종류의 대를 했음을 알 수 있다(Chae,

2017a). 고구려는 또한 당나라 고종(高宗)에 패하였을 때

자금대(紫金帶)를 빼앗겼다는 기록 등이 남아 있어 대의

착용을 알 수 있다(“띠[帶[대]] [Strap]”, n.d.).

백제는 가장 이른 시기 신분에 따른 복식 제도가 확립

되어 대를 신분 표식의 도구로 사용하였다. 또한 백제왕

이 흰색 가죽으로 만든 소피대(素皮帶)를 띠었다는 기록

(Kim, 1145/2018)으로 미루어 한국에서는 고대부터 가

죽으로 만든 혁대를 착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Chae,

2017a). 고이왕 27년(260)에는 품관(品冠)에 따라 복색(服

色)을 제정하였는데, 7품 장덕(將德) 이상은 자대(紫帶),

8품 시덕(施德)은 조대(皁帶), 9품 고덕(固德)은 적대(赤

帶), 10품 계덕(季德)은 청대(靑帶), 11품 대덕(對德)과

12품 문독(文督)은 황대(黃帶), 13품 무독(武督)에서 16품

극우(克虞)까지는 백대(白帶)를 착용하였다(Chae, 2017a).

신라에서는 법흥왕 시기(523) 신분에 따라 6부인(六部

人)의 복색을 제정하였고 진평왕 즉위년(579)에 상황(上

皇)이 옥대(玉帶)를 왕에게 받으라 했다는 기록이 있다

(Kim, 1145/2018). 삼국통일 후 흥덕왕 시기(834)에는 신

분에 따른 사치를 금하고자 복식금제를 내렸는데, 복식

금제 기록을 통해 볼 때 남녀 모두 띠로 요대를 착용하

였음을 알 수 있으며 금은사(金銀絲), 공작미(孔雀尾), 비

취모(翡翠毛) 등이 대의 재료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대

를 화려하게 장식했음을 알 수 있다(“띠[帶[대]] [Strap]”,

n.d.). 문헌기록뿐 아니라 대를 맨 그림이나 토용, 비석,

과대 등 유물자료도 많이 남아 있다. 신라의 삼국통일 후

여성 복식은 토용<Fig. 3>에서 볼 수 있듯이 저고리를 치

마 안으로 입는 착장 방식이 보편화되면서 대를 이용한

여밈 방식에 변화가 생긴다. 의복 구조상 저고리에 고름

을 달게 된 시기 역시 저고리 길이가 짧아지기 시작한 삼

국통일 무렵으로 추정되며 여자들의 저고리는 그 길이

가 짧아져 옷에 끈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김유신이 김춘추와 함께 축국을 하

다가 그의 옷고름을 밟아 옷고름이 떨어져 그 고름을 동

생에게 달아주게 했다는 기록(Kim, 1145/2018)을 통해

신라시대 이미 옷고름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통일신

라기 귀족남자들은 토용 등을 통해 볼 때 주로 단령을

착용하였는데 단령의 여밈은 동시대 당 복식의 단추를

활용한 여밈 방식을 통해 통일신라시대 매듭을 활용한

단추 사용의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다.

고대시대 여밈은 <Table 1>과 같이 유고상포 모두 긴

직사각형의 띠를 비틀어 돌려 감아 매는 방식이 주를 이

룬다. 다만 신라 통일 무렵 옷고름에 관한 문헌기록이

등장하고 당나라와의 관계를 통해 단령포의 단추 착용

등을 유추해 볼 때 시대 변화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여

밈이 추가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상의

는 주로 허리에 대를 이용해 앞쪽에서 매었으며, 하의는

그림으로 판별은 어려우나 허리끈을 사용하여 결하였

을 것이다. 허리대는 가는 폭과 넓은 폭이 다양하게 사

용되어 신분에 따른 폭의 변화를 짐작할 수 있다.

여밈 종류로는 좌임과 우임, 합임이 공존하고 있으며,

고구려 벽화의 임형을 분석하면 좌임과 우임이 대략 6:4

의 비율로 혼용되어 나타나고 있다(Chae, 2017a). 이상

고대 복식과 도식화에 표현된 여밈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2. 고려

고려시대는 대에 관한 고서기록과 유물 시각자료를 통

해 여밈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고려 초기에는 통일신

라의 복식 제도를 그대로 따랐으며 삼국시대 대의 풍습

이 그대로 이어졌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고려시대

에는 상의에 대와 고름이 공존하였을 것이며 바지와 치

마는 여밈 방식이 보이지 않지만 고대부터 이어져 온 끈

을 이용해 여미었을 것이다. 고려 중기로 가며 저고리 길

이가 점차 짧아지면서 여밈 방식이 대에서 고름으로 변

화하였고 혁대 ·속대 ·정대 ·사대(絲帶) ·전대(纏帶, 戰

帶) 등 다양한 대의 기록을 통해 포에는 고름 외에 대의

사용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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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Yeomim of Korean clothing in ancient times

Relics Diagram Type

Jeogori Use of a strap

Po
Use of a strap,

Use of buttons

Baji Use of straps

Chima Use of str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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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광종 11년(960)에는 백관(百官)의 공복(公服)을 제

정하였고 18대 의종(毅宗) 때에는 ‘상정고금례(詳定古今

禮)’를 제정하여 공복에 문신 4품 이상은 홍정대(紅鞓帶)

를 두르고 금어대(金魚袋)를 찼고, 상삼(常參) 6품 이상

은 홍정대에 은어대(銀魚袋)를 찼으며, 무신은 어대(魚袋)

를 패식하지 않았다(“띠[帶[대]] [Strap]”, n.d.). 이를 통해

신분 귀천의 표식으로 어대를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고

려 후기 우왕 때는 관복 제도를 대명제(大明制)에 따라

1~9품까지 모두 사모 ·단령을 착용하고 품대(品帶)로 차

등을 두어 삽화금대(鈒花金帶), 소금대(素金帶), 삽화은

대(鈒花銀帶), 소은대(素銀帶), 각대(角帶) 등 계급에 따

라 착용하였다(“띠[帶[대]] [Strap]”, n.d.).

이와 같이 고려시대 유고상포의 여밈 방식은 대체로

삼국시대와 유사하나 상의 여밈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고려시대 유물을 통해 볼 때 저고리의 여밈 방향은 고대

시대 좌우임이 혼용되던 것과 달리 주로 우임으로 정착

되었으며 저고리 몸판의 형태가 장방형(長方形)에서 정

방형(正方形)으로 변화됨에 따라 여밈 방식으로 고대시

대 주로 활용되던 대가 통일신라시대를 거쳐 옷고름으로

변화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저고리 길이 변화에 따라

대에서 고름으로 변화된 고려의 여밈은 저고리에 부착된

가는 끈이 점점 길이가 길어지고 넓어져 옷고름으로 발

전하였으며 옷고름은 겉고름과 안고름을 옷에 별도로 달

아 여미어 주었다. 또한 고려시대에는 신라의 통일기를

즈음하여 사용되기 시작한 맺음단추가 대와 옷고름과

함께 상의의 여밈 방식으로 공존하였다(Chae, 2012).

이상의 내용을 <Table 2>에 정리하였다.

3. 조선

조선시대 역시 고려와 마찬가지로 유고상포의 여밈이

비슷하게 사용되었으나 후기로 갈수록 저고리 길이가 급

격히 짧아지고 품도 작아지는 단소(短小)화 현상이 일어

난다. 상의 여밈은 대체로 우임이며 여밈 방식으로 사용

된 옷고름은 조선 전기, 중기를 거쳐 후기로 가면서 옷고

름이 여밈의 기능을 넘어 장식성까지 더하여 발전하게

된다. 조선시대 한복의 트임은 앞 중심과 뒤 중심, 옆, 어

깨, 소맷부리, 바짓부리 등에서 열린 부분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며 인체와 의복 사이에 개방된 공간감을 형성하고

외부와의 연계성을 부여하며, 미완성인 듯하며 개방된

멋으로 인체 활동에 자유를 준다(Kim, 2013).

조선시대의 대는 실로 짠 사대 ·세조대(細絛帶) ·광

다회(廣多繪), 옷감으로 만든 전대 ·대대(大帶) ·광대(廣

帶) ·말대(抹帶) 등의 포백대, 가죽이나 견 위에 금속제

과(銙)를 붙인 혁대(또는 속대) ·정대(또는 야자대), 금

속제인 요패가 늘어진 과대 등 다양하다(“띠[帶[대]] [St-

rap]”, n.d.). 겉옷인 포류에는 주로 옷고름과 함께 띠가

사용되었는데 띠는 세조대와 같이 실을 둥글게 원통형

Table 2. Yeomim of Korean clothing in Goryeo dynasty

Relics Diagram Type

Jeogori

Use of straps

Use of Goreum

Use of butt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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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inued

Relics Diagram Type

Po

Use of straps

Use of Goreum

Use of buttons

Baji Use of straps

Chima Use of str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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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엮거나 광다회처럼 넓고 납작하게 엮어서 사용하

였는데 착용하는 포의 종류와 착용자의 신분에 따라 종

류와 색상을 달리하였다(NMK, 2017). 대는 신분과 계급

에 따라 이전 시대보다 더욱 발달되어 계급에 따른 대의

착용은 백관복과 함께『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 완성

되었고『대전회통(大典會通)』에서 부분적으로 보완, 수

정되었다(“띠[帶[대]] [Strap]”, n.d.).

숙종 때를 전후해서는 관복(官服[團領])에도 고름이 생

겼는데 겉감 색의 긴 고름 밑에 안감 색으로 같은 크기

의 고름을 달아 이중으로 만들고, 짧은 고름은 겉감으로

만들어서 딱딱한 관복에 아름다운 색의 조화를 이루게

하였다(Yoo, 1980).

치마는 저고리 길이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한국의

치마는 사각의 천을 이어 허리에 끈을 달아 둘러 감아 입

는 구조로 그 구조가 단순하여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오랫동안 착장법의 변화가 없었다. 조선 전기에서 후기

로 이어지며 저고리 길이가 점차 짧아짐에 따라 치마 길

이는 점점 길어진다. 18~19세기는 길이가 매우 짧아진 저

고리에 반해 상대적으로 치마의 속옷을 여러 겹 겹쳐 입

어 매우 풍성하게 부풀려 착용하는 것이 유행하였다. 이

와 같이 상체는 매우 밀착되고 짧아서 가슴이 드러날 정

도로 단소화된 저고리를 착용하고, 하의로는 곡선이 풍

성하게 흘러내리는 치마를 착용함으로써 조선시대 여

성들의 관능미를 표출하였다(Kim, 2015).

조선 후기 기생들은 속옷을 여러 겹 겹쳐 입은 후 치

마를 걷어 올려 엉덩이를 부풀리고 의도적으로 속옷을

보이게 하는 등 노출을 극대화한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

어 냈다(Lee, 2009). 치마허리와 속옷바지가 노출되는 이

러한 착장법은 여성 속옷의 발달을 가져와 조선 말기 유

물에는 바지의 무릎 부분부터 아래까지 고급스런 옷감

으로 만들어진 속옷들을 볼 수 있다(Nam, 2000). 조선시

대 여자 바지는 겉옷으로 착장되기보다 여러 겹의 속옷

으로 입혀졌고 속옷에는 다리속곳, 속속곳, 속바지, 너

른바지, 단속곳 등이 있었다. 이들은 겉치마를 부풀리기

위한 서양의 ‘페티코트(petticoat)’ 역할을 한 것으로 조

선시대 속옷의 수준 높은 문화를 알 수 있다. 이러한 둔

부(臀部)를 강조한 상박하후형 차림새를 위해 착용된 여

러 겹의 속옷 역시 긴 직사각형의 끈을 허리에 부착하여

여미었다.

조선시대에는 일부이기는 하지만 단추를 사용한 흔적

이 보이는데 천을 연결하기 위한 맺음단추나 금, 은, 옥

등으로 만든 단추를 의례용으로 사용하였다. 조선 말기

여성복에 장식성이 가미된 칠보무늬 장식이나 은, 금 등

으로 제작된 단추 등이 부착된 예들이 많다(NMK, 2017).

이와 같이 조선시대 여밈은 상의에 있어서는 주로 오

른쪽으로 겹쳐 입었으며 여밈 방식으로는 저고리 길이

가 짧아짐에 따라 몸판에 부착된 옷고름이 주로 사용되

었으며 대와 단추가 공존하였다. 치마와 바지 역시 끈을

이용해 비틀어 돌려 감아 매어 여미었으며 이상의 내용

을 <Table 3>에 정리하였다.

Table 3. Yeomim of Korean clothing in Joseon dynasty

Relics Diagram Type

Jeogori
Use of Goreum

Use of butt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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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tinued I

Relics Diagram Type

Po

Use of straps

Use of Goreum

Use of buttons

Baji Use of str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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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한복 여밈에 내재된 미적 특성

한복은 고대부터 현재까지 개방형 복식을 특징으로

독특한 결속양식인 직사각형 끈을 이용한 여밈 방식을

보편적으로 채택해 왔다. Chae(2017b)는 한국 전통복식

에 나타난 미적 특성으로 순환성, 가변성, 무작위적 비정

형성, 비대칭과 비균제성, 중첩성, 직선과 곡선의 융합

성을 들고 있다. 한국 복식은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이

어져 온 상하가 분리된 바지저고리, 치마저고리를 기본

으로 그 위에 외의로 두루마기를 착용하였다. 저고리와

두루마기의 상의에 나타난 미적 특성은 앞에서 여미어

입는 전개형으로 그 구조적 특징은 사각형의 면 분할과

반복, 색채조합으로 이루어진 평면 구성이다. 상의인 저

고리와 두루마기는 비대칭적 형태로 단순함에 변화를

준다. 하의인 바지와 치마도 독자적 형태와 독특한 미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한복 치마는 단순한 사각형 구조

로 이루어진 전개형으로 착장 방법과 움직임에 따라 무

한한 형을 창출하는 비정형을 특징으로 한다. 치마의 주

름에 의한 드레이퍼리(drapery)도 입는 사람의 체형과

움직임에 따라 유동적이며 가변적 특징을 갖는다(Chae,

2017b).

1. 순환성

순환성이란 주기적으로 되풀이되거나 한 차례 돌아

처음의 자리로 다시 되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Chae,

2017b). 고대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한복 여밈은 대체

로 직사각형의 띠를 돌려 감아 매는 방식을 사용해왔다.

직사각형의 끈을 옷의 길에 부착시킨 옷고름 역시 인체

에서 분리된 장식으로 독특한 결속양식을 보인다. 고름

은 겉깃 쪽 길에 달려 있는 긴 고름과 안깃 쪽 길에 달려

있는 짧은 고름을 초벌매듭으로 묶어 짧은 고름을 긴 고

름 위에 오도록 하는데, 밑에 있는 긴 고름으로 고름의 고

를 만들고 짧은 고름으로 한 번 감아서 고의 뒤쪽으로

빼내어 당기면서 모양을 만든다(Yoo, 1995). 고대시대

상의의 대, 치마와 바지의 허리끈, 바지 무릎에서 발목

까지 두르고 돌려 맨 행전,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상의의

옷고름 등에서 직사각형의 띠를 둘러 감아 입은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끈을 비틀어 돌려 감아 매는

여밈 방식은 비틀려 휘어 돌아가는 동양 사상에 나타나

는 우주의 순환성을 상징한다(Chae, 2017b).

한복 마름질에서 사각형 옷꼴이 반복적으로 연결된 평

면 구조는 봉제 과정에서 비유클리드(non-euclid)적인 기

법으로 제작되며 한복에서 하늘을 상징하는 원형 구조

는 한복 제작 방식에도 나타난다. 이는 기의 움직임을 나

타내는 파의 곡률 변화의 리듬과 순환을 형상화한 것으

로 사각과 삼각으로 마름질된 옷꼴은 비틀어 돌리는 비

유클리드적 방식으로 제작된다(Chae, 2017b). 한복은 2차

원적인 마름질과 달리 제작 과정에서 면을 접어 뒤집거

나 비틀어 돌려 빼내는 방법으로 구성되는데 이 역시 순

환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 조선시대 한복 바지는 긴 직사

각형의 띠와 대님으로 허리, 발목을 둘러매어 입는다. 고

대에는 무릎에 각반(脚絆), 각결(脚結) 등으로 직사각형

천을 다리에 감아 고정시켰다. 치마 또한 직사각형 천을

이어 붙인 후 직사각형의 긴 끈으로 인체를 둘러 감싸는

순환 형태이다.

저고리부터 바지, 치마, 두루마기의 여밈에 사용되는

대나 고름 모두 긴 직사각형 띠로 비틀어 돌려 감아 매

는 방식을 보여주며 이와 같이 제작 방식과 여밈에 있어

순환성을 특징으로 하는 한복은 개방성을 특징으로 인

체에 입혀졌을 때 자연과 옷 사이의 열린 공간으로 기의

순환을 가능하게 한다. 즉, 비틀어 돌려 감아 매는 여밈

의 방식과 이로 인해 형성되는 옷의 구조와 공간은 인간

과 자연과의 조화와 우주의 순환을 상징한다.

Table 3. Continued II

Relics Diagram Type

Chima Use of str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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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변성

전개형의 저고리, 두루마기, 치마는 대, 옷고름 등을

이용해 묶어 입는데 이 때 겹치는 부분과 열린 공간이 생

기며, 이는 불균형적이고 비대칭적 형태로 다양하게 변

하는 가변적 특성을 보인다. 한복의 끈을 이용한 여밈 방

식은 입는 사람에 따라 외형이 달라지며 변형했다가 원

래 형태로 전환되는 가변적 특성을 보이며 이를 통해 몸

과 옷 사이에서 무한하며 가변적인 공간을 형성한다.

가변성이란 일정한 조건 아래 변화를 보이는 성질, 상

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Zhou, 2014). 평

면적인 옷꼴로 구성되는 한복은 입는 사람의 인체에 따라

입체성을 드러내며 그 형태가 변화한다. 한복은 입는 이

의 몸 크기에 따라 상대적 원리가 적용된다. 서양은 인체

를 개별적으로 인지해 복식에서도 신체 각 부위의 수적

비례에 근거해 외형을 강조해 드러내며, 인체를 절대 공

간에 가두는 형식으로 옷을 만든다(Chae, 2017b). 그러나

한복은 서양 복식과 반대다. 인간과 자연의 합일을 지향

하는 동양 정신에 초점을 두어 인체를 드러내려 하지 않

는다. 유클리드(euclid) 차원의 서구적 공간이 절대 공간

으로 일정한 부피를 갖는 유한성을 띠는 반면, 한국의 마

음에 내재하는 비유클리드 차원의 공간은 상대적 공간이

자 가변적 공간으로 무한 세계를 내포한다(Chae, 2017b).

특히 긴 사각형의 끈으로 인체를 둘러 감싸 입는 한복

치마의 여밈은 그 형태가 정형화되지 않는다. 상황에 따

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둘러 감아 입기도 하고 치마허

리의 위치도 허리에 오기도 하고 가슴에 위치하기도 한

다. 또 치마를 입은 상태에서 다시 허리에 띠를 감아 길

이를 조절하는 등 한복의 여밈은 가변적인 조형미를 만

들어낸다. 허리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옷감을 접어 주름

을 만들고, 착장 방법에 따라 A라인에서 H라인, O라인

까지 다양한 변화가 가능하다.

바지 역시 기하학적 면 분할에 의한 구조로 인체에 입

혀졌을 때 여유로운 공간미를 보인다. 한복 바지는 트임

이나 주름 없이 허리의 끈과 발목 대님을 묶어 입었을 때

풍성한 형태를 만들어낸다.

조선시대의 포는 단령, 직령, 창의, 도포 등에서 겨드

랑이 밑 일부가 트인 것, 겨드랑이 이하 옆선 전체가 트

인 것, 뒤 중심선 아랫부분이 트인 경우 등이 있다(Chae,

2000). 한복의 트임은 앞 중심과 뒤 중심, 옆, 소맷부리,

바짓부리 등의 ‘열린 부분’으로 인체와 의복 사이에 개

방적인 공간을 형성하고 외부와의 연계성을 부여하며,

미완인 듯 개방된 멋으로 활동에 자유를 준다(Kim, 2013).

또 몸을 옷 속에 구속하거나 폐쇄시키지 않고 외부, 즉

자연과 소통이 가능하도록 배려하며 입는 이의 활동 가

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움직임에 따라 의복의 외형이 변

하는 가변성을 높인다(Chae, 2000).

이와 같은 한복 여밈의 가변성은 사물을 개별적으로

인식하기보다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중시하는 동양적 사

고관에 따른 것이다. 인체를 각각의 부분으로 나누어 보

지 않고 전체를 하나로 인식하기 때문에 한복 공간에는

여유가 있으며 끈을 이용한 여밈 방식과 인체를 감싸는

형식은 가변성을 특징으로 한다.

3. 무작위적 비정형성

한복은 입는 사람의 몸 크기에 따라 상대적 공간으로

변화를 보이며 정형화되지 않은 공간은 무형태적이고

무작위적인 비정형의 특성을 갖게 된다. 무작위성이란

인위적인 요소가 없는 것, 기교적인 것을 거부하고 규

칙성이 없는 것으로 의도되지 않은 자연미를 의미한다

(Chae, 2017b).

개방형을 특징으로 하는 한복은 끈을 이용해 여며 입

으며 이를 통해 입는 방법과 움직임에 따라 다양한 실루

엣을 창출한다. 막히지 않고 둘러 입는 한복의 저고리,

두루마기, 치마의 여밈 방식은 몸과 옷 사이에 빈 공간

을 만들어낸다. 옷은 몸을 둘러싸는 보자기와 같은 역

할을 하는 것이다. 끈을 이용한 여밈을 통해 신체와 옷

사이 공간은 한순간도 같은 크기, 같은 형태가 동일하게

반복되지 않으며, 시시각각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낸다.

매번 변하는 자연적인 공간과 주름은 인위적이지 않으

며, 무작위적 비정형으로 자유분방한 미감을 드러낸다.

4. 비대칭과 비균제성

한복은 여밈에 따라 신체 치수 조정이 자유롭고, 형태

가 고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입을 때마다 변하는 가변성

은 외형에 있어 불규칙적이고 비대칭적이며 불균형적인

스타일로 나타난다. 허리에 하나의 직사각형 띠인 대를

이용해 여미거나 앞길의 좌우에 길이가 다른 고름을 하

나씩 달아 서로 다른 위치에 고정하여 여미는 방식은 비

대칭과 비균제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또한 몸의 움직

임이나 외부 영향에 따라 생동감 있는 율동미를 보인다

(Chae & Na, 2011). 옷고름은 대체로 오른쪽으로 치우

쳐 있으나 그 정도가 지나치지 않으며, 리듬감을 주는 비

균제성이 있다. 이렇게 작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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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칭적 특징은 현대 패션과도 통하는 한복의 특징이다.

조선시대 사폭바지는 서양이나 중국 바지에서 보이는

좌우대칭 구조와 달리 비대칭성이 특징이다(Kim, 2013;

Kim, 1999). 큰사폭과 작은사폭이 서로 크기와 모양이 다

르며 서양 바지처럼 좌우대칭을 이루는 중심선이 없다.

바지는 끈을 통해 여미어 입으며 구조적으로나 인체에

입혀졌을 때나 비대칭 형태가 두드러진다.

한복 치마 역시 개방 형태로 허리끈을 이용해 한쪽으

로 여미어 입는데 평면적으로 펼쳐진 형태는 좌우대칭

을 이루나 인체에 둘렀을 때는 개방 구조로 한쪽으로 치

우쳐 여미어 입게 된다. 따라서 치마의 겹침분은 비대

칭이 되며 착장했을 때의 모습 역시 비대칭적이며 불규

칙적이다. 비대칭적이고 불규칙적인 조형성은 완벽함에

서 벗어난 ‘비움의 미’로 ‘비움’은 곧 빈 공간으로 전체

적인 형태에 비대칭성을 띠게 한다(Chae, 2017b).

이상과 같이 2차원의 평면에서 3차원 공간을 형성하

는 조형성을 갖는 한국 전통복식은 여밈 방식에서 오는

다양한 미감을 갖고 있다. 평면성과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는 한복은 고대부터 고차원적으로 조형된 옷이다. 사

람이 입었을 때 특유의 미감을 나타내며 한복에는 우주

를 품은 한국 특유의 독자적 정신세계가 담겨 있다. 평면

의 2차원적 마름질과 달리 한복은 제작 과정에서 초공간

적 구성이 나타나고, 끈을 이용해 비틀어 돌려 감아 매는

여밈 방식은 폐쇄성과 개방성을 동시에 나타내며 나선

형으로 돌아가는 우주의 순환성과 함께 우주의 비가시

적인 기와 파의 공간감을 나타낸다(Chae, 2017b).

V. 결 론

본 연구는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한국 전통복식에 표

현된 여밈의 종류와 방식, 변화 과정을 살펴 여밈이 갖는

상징성과 의미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을 두며, 연구목적

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복식의 여밈 종류로는 좌우 길을 겹쳐 입어

좌측 앞길이 위로 오는 좌임과 오른쪽 앞길이 위로 오는

우임이 있으며 좌우 길이 겹치지 않고 중앙에서 맞닿게

착용하여 마주 여미는 합임이 있다. 여밈 방식으로는 몸

판과 분리된 하나의 직사각형 긴 끈인 대를 둘러 여미는

방식과 몸판 좌우 앞길에 직사각형 끈을 부착시킨 옷고

름으로 여미는 방식, 맺음단추 등 여러 종류의 단추를

활용해 옷을 여미는 방식이 있다.

둘째, 한국 복식 여밈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고대시

대 저고리, 두루마기는 여밈에 있어 좌우임이 공존하며

대를 이용해 비틀어 돌려 감아 묶는 방식으로 여며진다.

이후 고려시대가 되면서 저고리 구조에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식별이 불분명한 유물을 제외하고 우임이

대부분이며 좌우임이 혼용되던 삼국시대의 저고리가 고

려시대로 접어들면서 우임으로 서서히 정착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 저고리 여밈은 여밈 수단으로

몸판에서 분리되었던 대가 몸판 앞길 좌우에 부착된 옷

고름으로 변화하며 이러한 옷고름의 흔적은 이미 삼국

시대 문헌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맺음단

추를 옷에 단 것이 주목된다. 이는 통일신라시대 저고리

위에 치마를 입는 착장 방식의 변화에 따라 저고리 길이

가 짧아지면서 자연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통일신라

시대 토용의 단령을 보면 맺음단추의 사용을 유추할 수

있다. 고려시대는 주로 옷고름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맺

음단추가 혼용되어 사용되었다. 조선시대 역시 저고리

는 옷고름을 이용해 옷을 여미었으며 주로 우임이 사용

되었다. 포류에는 주로 허리에 대를 착용하였으며 이 외

에 적삼, 단령, 철릭, 원삼 등 다양한 옷에 단추가 사용되

기도 하였다. 조선 후기로 들어서면서 저고리 길이가 극

도로 짧아지고 품도 작아지는 단소화 현상을 보이며 옷

고름에 기능성 외에 장식적 의미가 더해진다. 하의로 착

용된 치마와 바지는 고대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큰 변화

없이 끈을 이용해 돌려 감아 매는 방식이 사용되었다.

셋째, 한복은 고대부터 현재까지 개방형 복식을 특징

으로 독특한 결속양식인 직사각형 끈을 이용한 여밈 방

식을 보편적으로 채택해 왔다. 직사각형의 끈을 비틀어

돌려 감아 매는 방식은 공간상에서 비틀려 휘어 돌아가

는 순환성을 나타내며 이는 동양 사상에서 나타나는 우

주의 순환적 특성을 상징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한 끈을 이용한 여밈은 인체에 따라, 여미는 위치에 따

라, 착장 시마다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는 가변미를 나타

내며 한국 특유의 불균형적이고 비대칭적인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한국 복식의 여밈은 주로 끈을 이용해 돌려

묶는 방식을 취하며 시대에 따라 여밈 방식의 변화를 보

인다. 여밈은 옷의 매무새를 정돈하는 기능적 용도 외에

장식적,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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