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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화(靴)에 나타난 미적 특성 및 미의식 
Aesthetic Features & Awareness Observed in Traditional Bo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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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패션은 한 시 와 지역의 일상 이고 보편 인 미의식을 표 하는 문화 요소로서, 신발 역시 우리나라만

의 미의식을 반 하는 패션의 하나라는 에서 통 화(靴)에 나타난 미  특성을 통해 그 안에 내포되

어 있는 미의식을 분석해 보고자 하 다. 미  특성은 형식 인 면에서 곡선과 직선, 단순한 형태, 비되는 

색상과 소재 등 각 요소들의 균형 있는 사용이, 내용 인 면에서 신분과 지 의 상징으로서의 활용과 사상

 의미 부여가 특징 으로 나타났다. 미의식은 첫째, 곡선과 직선의 충(折衷)으로 한 가지 요소에 치우

침이 없이 서로의 특징을 수용하여 균형을 이루는 용(中庸)의 미를 추구했다는 이다. 둘째, 무심(無心)

과 기교(技巧)의 조화(調和)로 형태와 색상, 소재에 한 표 을 히 조 하여 비움과 채움을 자연스럽

게 나타냈다는 이다. 셋째, 정신과 물질의 합일(合一)로서 통 화가 신분과 지 를 나타내는 표식으로 

활용되었으나 물질에 정신 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기운생동(氣韻生動)의 가치를 추구했다는 이다.  

 
■ 중심어 :∣화(靴)∣미의식∣곡선과 직선∣무심과 기교∣정신과 물질∣
Abstract

Fashion is a cultural element expressing general and common aesthetic awareness in a 

relevant region in the relevant times. On the aspect that shoes are also a part of fashion 

reflecting the unique aesthetic awareness of Korea,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aesthetic 

awareness contained in the aesthetic features observed in the traditional boots. The aesthetic 

features in terms of the form were the balanced usage of each element including curves, straight 

lines, simple shapes, contrast colors and materials, and the application and ideological 

significance as the symbol of social position and status in terms of the contents. Aesthetic 

awareness pursues the beauty of moderation through the compromise between curves and 

straight lines, as both elements accept each other’s features and keep balance without inclination 

to one element. Next, solid and void are naturally expressed by appropriately adjusting the 

expression on colors, materials and shapes through the harmony of composure and techniques. 

While traditional boots were used as the sign indicating social position and status as the unity 

of spirit and a thing, they pursue the value of rhythmic vitality by giving spiritual meaning to 

a thing.

■ keyword :∣Boots∣Aesthetic Awareness∣Curves and Straight Lines∣Composure and Techniques∣Spirit 

and a 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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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신발은 몇몇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상생활을 

해 반드시 필요한 기능 인 도구이자 착용자의 신분과 

지 를 나타내는 상징  표식, 취향과 감성을 표 하는 

미  기호로 작용한다. 신발은 과거, 의복에 비해 수요

가 많지 않아 의복의 부가 인 상품으로 다루어져 왔으

나 재에는 그 수요가 꾸 히 증가하여 신발 산업의 

육성, 확 와 더불어 새로운 디자인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의복 분야에서는 K-culture의 유행과 맞물려 이

미 새로운 디자인에 한 연구  하나로 통 인 요

소가 반 된 한국  디자인이 개발되어 주목받기 시작

했으며 수요층이 차 확 되고 있다. 이에 신발 역시 

의복과 상호보완 으로 통의 맥을 잇는 한국 인 디

자인을 개발하여 우리나라 패션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국만의 이미지를 나타낸 디자인으로 한국 패션의 

변 확 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발 분야는 의복에 비해 통과 목된 디자

인이 구 , 상품화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이유 

 하나로 통 신발에 한 연구가 아직까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들 수 있겠다. 따라서 

통을 으로 재해석하여 한국 인 디자인을 개발

하기에 앞서 통 신발에 해 미 인 측면에서 좀 더 

심도 깊은 분석이 선행되어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재까지 통 신발 련 논문은 신발의 역사  고찰

이나 통 복식에 많은 향을 미친 국과의 비교, 자

료가 많이 남아있는 조선시 를 심으로 한 연구가 주

를 이루고 있어 디자인 으로 활용할 수 있는 미  측

면에서의 분석이 미흡한 편이다. 신발을 포함한 패션은 

동시 를 지배하는 사회  욕망으로서 이데올로기와 

개인  욕망으로서 취향의 상 계를 통해 형성된 시

 미의식이 미  형태로 발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통 신발도 우리만의 보편 인 미의식을 

반 하는 패션의 하나라는 에서 통 신발에 나타

난 미  특성을 재고찰해 보고 그와 연 된 미의식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미의식에 한 연구는 한 나라의 

미  정체성을 유지하며 화하는 디자인 작업에 있어 

필수 인 과정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통 신

발을 으로 재해석하고 패션 상품화하기에 앞서,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미의식을 악하여 미 인 측면

에서의 기 인 자료로 활용하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본 연구는 통 신발의 종류  혜(鞋)와 더불어 표

인 형태로 분류되는 화(靴)를 연구의 상으로 할 것

이다. 화는 화려한 문양과 다양한 색깔로 통 신발의 

주된 연구 상이 되어온 혜에 비해 상 으로 연구가 

었으나 디자인 으로 혜와는 다른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연구의 범 는 화에 한 공식 인 기록이 

남겨진 삼국시 부터 화가 활발하게 착용되었던 조선

시 까지로 한정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은 각종 문헌과 고분벽화, 출토품, 통회

화 등의 시각  자료들을 심으로, 통 화에 나타난 

미  특성을 시 별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통 미의식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고찰 

1. 화(靴)의 명칭 

우리나라의 통 신발은 ‘밟다, 신다’의 의미인 리(履)

로 통칭되며 크게 신목이 있는 화와 신목이 없는 혜로 

구분된다. 그  화는 방한(防寒), 방습(防濕)이 필요한 

북방의 유목(遊牧)⋅기마(騎馬)민족이 말을 타기 해 

신었던 신발로서 국의 백과사 인 『사해(辭海)』에 

“리에 종아리를 덮는 부분이 있는 것이다[1].”라고 하

다. 화는 “화(鞾)라고도 하는데, 자의 형태로 보아 

리(革履)의 일종으로 가죽을 몇 장 합하여 만든 북방 

유목 민족의 신발[2]”로 시 에 따라 그 이름을 조 씩 

달리 했다. 그러나 박선희는 후당(後唐) 마호(馬縞)의 

서 『 화고 주(中華古今注)』에서의 기록을 들어 

화와 화(鞾)는 그 형제가 달라 조(趙)나라의 무령왕(武

靈王) 때 들여 온 화(鞾)는 목이 짧은 형태로 당 까지 

신었으며, 당 태종(唐 太宗) 정 (貞觀) 연간(年間)에 

화로 바 었다고 밝히고 있다[3].

한 『 화고 주』에 의하면, 화는 국 한족(漢

族)의 신이 아니라 서쪽 오랑캐(서호, 西胡)의 신이었는

데, 무령왕이 말을 타기에 당한 형태를 갖췄던 오랑

캐 옷인 호복(胡服)을 좋아하여 평상시에 호복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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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하 다고 한다[4]. 

우리나라의 경우 먼  삼국시 의 고구려는 『삼국

사기(三國史記)』에 화에 한 기록이 있다. 백제는 화

에 한 유물 등이 남지 않아 <양직공도(梁職貢圖)>의 

<백제국사도(百濟國使圖)> 등 국의 기록을 통해 화

의 착용이 추측되고 있다. 신라에는 『양서(梁書)』와 

『남사(南史)』 동이 (東夷傳) 신라조(新羅條)에서 화

를 세(洗)라고 한 기록이 있다. 이에 박수자는 “세(洗)

라고 불리었던 것은 화로서 김춘추(金春秋)가 당(唐)에

서 의 (衣帶)를 하사(下賜) 받아 온 이후로 국식을 

따라 화라 불리어진 것이다[5].”라고 하 다. 이를 근거

로 학자들은 신의 어원(語源)이 ‘선’에서 ‘신’으로 바

는 표음(表音)에서 유래된 것[6]이라 보고 있다.  

이후 화는 16세기 훳화, 훠화(鞾靴)로 불리었으며 많

은 학자들은 19세기에 이르러 목화(木靴)라는 명칭이 

등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목화라는 명칭의 유래는 사

용된 재료가 나무 기 때문이라는 설과 무명을 이르는 

용어로 한자 목(木)이 사용된 데에서 비롯되었다는 설, 

발목까지 올라오는 신의 길이 때문이라는 설 등으로 

표되나, 19세기부터 재료와 제작 방법과 상 없이 신목

이 긴 스타일의 신발로 통용되었다[7]. 이러한 화에 

한 명칭을 정리해 보면 [그림 1][8]과 같다.

그림 1. 화(靴)의 명칭 변천 (연구자 재구성) 

2. 화(靴)의 구조 

화류(類)의 신발은 발등의 혜 부분과 발목 로 올라

가는 신목인 말(襪) 부분, 그리고 신발의 바닥인 창(昌)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혜 부분의 조각 개수에 따라 

이~육합화(二~六合靴)라 불리며, 말 부분은 운두(雲頭)

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한 화는 한자로 요(靿)를 뜻하는 ‘목의 길이’에 따

라 목이 긴 신(장요, 長靿)인 화와 목이 짧은 신(단요, 

短靿)인 화(鞾)로 세분되는데, 화의 구조에 따른 세부 

명칭은 [표 1][9]과 같다. 

구조 내용
표(表) 겉감, 외피(外皮)

내공(內拱) 안감, 내피(內皮)  

하장(下粧) 봉제선이 있는 혜 부분을 의미

구(絇) 신코

깃(금, 衿) 신목 입구 부분을 절개하여 다른 소재로 두르는 것

준(純) 발이 들어가는 주위에 연(緣)을 두르는 것

도리
(회이, 回伊)

신목 입구의 가장자리를 돌려주는 부분

윗변(邊) 깃과 도리 사이에 끼워주는 가느다란 선

휘(揮) 
봉제선 사이에 끼워주는 가느다란 가죽 선으로 
1~3줄까지 구성되며 주로 얇은 가죽을 이용

앞도두개
(돋우개)

창의 앞부분 높이를 높여주는 것

뒤도두개
(돋우개)

창의 뒷부분 높이를 높여주는 것

내창(內昌), 
외창(外昌)

신 안의 창과 밖의 창

표 1. 화(靴)의 구조 (연구자 재구성)

 

Ⅲ. 전통 화(靴)에 나타난 미적 특성

1. 삼국시대(三國時代, B.C.1C-A.D.7C)

삼국시  고구려(B.C.37-668)는 북방계(北方系)나 서

역계(西域系)와의 교류가 잦았다. 고구려 화에 한 문

헌 상 기록은 당(唐)나라(618-907) 역사책인 『구당서

( 唐書)』의 지음악(志音 ) 고구려조(高句麗條)의 기

록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고구려의 악공인( 工

人)은 피화(赤皮靴)를 신었으며 무인(舞人)은 오피화

(烏皮靴)를 신어 신분이 구별되었다[10]. 한 권문해

(權文海)의 『운옥(韻玉)』에 말화(枺靴)의 기록을 볼 

때 고구려에서 가죽 소재의 화가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11]. 백제(B.C.18-660)는 국의 남방계(南方系) 

문화를 수용하여 귀족문화가 성립되면서 계 이 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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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무용총 <수렵도>, 

고구려, 4C말 – 5C초 

(http://www.culturecontent.com)

그림 3. 쌍영총 <묘주부부도>, 

고구려, 5C – 6C 경
(http://www.museum.go.kr)

그림 4. 수렵총 <현무⋅묘주도>, 

고구려, 5C말 – 6C초
(http://www.museum.go.kr)

 그림 5. 무용총 <주방도>, 

고구려, 4C말 – 5C초 

(http://www.culturecontent.com)

  

그림 6. <당염립본왕회도>

 고구려사신, 11C  

((履) 고대인의 신)

그림 7. <당염립본왕회도> 

백제사신, 11C  

((履) 고대인의 신)

그림 8. <양직공도>의 

<백제국사도>, 6C 

((履) 고대인의 신)

그림 9. <당염립본왕회도> 

신라사신, 11C 

((履) 고대인의 신)

되었으며 고구려와 유사하게 화(革靴)가 신겨졌을 거

라 추측된다[12]. 신라(B.C.57-675)는 국 당나라와의 

교류로 당 제도를 수용하 고, 진덕여왕(眞德女王, 

647-654) 에 이르러 당의 복식 제도를 받아 들여 의

복제도가 성립되어 이 시기부터 화와 리를 병행하여 착

용하 다. 한 『삼국사기』 제복악(祭腹 ) 신라조

(新羅條)에는 오피화(烏皮靴)와 자피화(紫皮靴)가 나타

나며 이것은 고구려의 화와 같은 제도로 평가된다.

삼국시  화의 두드러진 특징은 신코의 형태와 발뒤

꿈치의 배색이라 할 수 있다. 먼  신코의 경우, 하류계

의 신발은 기부터 둥근 원두형을 유지하는 반면, 

상류계 은 4-5세기 원두형과 5-6세기 경 가늘고 길며 

로 솟은 첨두형( 頭形)⋅고두형(高頭形)의 혼합된 

신코의 형태를 보인다[그림 2-4][그림 10-12]. 상류계

의 신코 형태는 후기로 갈수록 과장된 형태에서 벗어나

지만 첨두형⋅고두형의 형태가 남아있었다. 이 같은 형

태의 신코는 몽고(蒙古)족의 신코 모양이 유입된 것으

로 말을 탈 때 등자에 쉽게 들어가도록 고안된 것이라

고 볼 수 있다[13]. 말을 타기보다 보행을 주로 하는 하

류계 의 경우 신코의 모양을 둥근 곡선으로 처리하여 

신코가 보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 다. 상류계 의 화

는 기마 등에 합하고 다소 과시 인 형태를 이루었다

면 하류계 의 화는 활동성을 고려하여 움직임이 편한 

실용 인 형태로 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신분에 

따라 상류계 과 하류계 이 서로 다른 기능에 을 

맞추어 화를 신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발뒤꿈치의 개선과 배색의 경우, 색을 달리하여 미

인 효과를  것일 수도 있지만 가죽을 쉽게 구하지 

못 했던 당시의 상황과 계 에 상 없이 개로 처리한 

것을 볼 때 신발에서 쉽게 닳는 뒷축을 보완하고 헤졌

을 때 그 부분만 다시 재료를 교체하여 수선하려는 실

용 인 의도 을 가능성도 있다[그림 5-9]. 무용총 <주

방도>에 음식을 나르는 시녀들의 발등에 개선 역시 

장식이 목 일 수 있지만, 착용자가 하류계 인 것을 

고려하면 패턴 상에서 남는 분량을 간단히 처리하고 발

볼에 여유를 주기 한 자연스러운 처리 방법이라고 추

정할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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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장희태자묘 예빈도>, 

신라, 7C

 (우리 옷 이천 년)

그림 11. 금령총 

<기마인물형토기 주인상>, 6C

(http://www.museum.go.kr)

그림 12. 금령총 

<기마인물형토기 하인상>, 6C 

(http://www.museum.go.kr)

2. 남북국시대(南北國時代, 7C 후반–10C 전반)

통일신라시 (統一新羅時代, 676-935)에 화는 보편

인 신발로서, 남자는 상류계 인 진골에서부터 하류

계 인 평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화와 리를 착용하 다. 

그러나 당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신분에 따라 신발

의 종류가 구체 으로 구분되기 시작하 다. 흥덕왕(

德王, 826-836) 에는 신발에 한 남녀, 계 별 구분

에 한 기록과 함께 화와 화 (靴帶)의 내용이 포함되

었는데, 이런 구분에는 화를 만드는 재료의 종류와 색

깔 등을 활용하 다. 재료는 주로 가죽을 사용했는데, 

자주색 가죽(紫皮)은 왕과 성골(聖骨)만 신을 수 있는 

최고 품이었으며, 검정 사슴(오미, 烏麋)과 주름무늬

(추문, 皺文)도 왕과 성골, 진골(眞骨)만 착용이 가능했

다. 이에 반해 여자는 화를 신지 않았다. 

화 (靴帶) 역시 무늬를 새긴 백옥(은문백옥, 隱文白

玉)은 왕과 성골만 사용하 고, 검은 무소뿔(오서, 烏

犀)은 왕과 성골, 진골, 6두품(六頭品)까지 사용할 수 있

었다[14]. 화 는 삼국시 에 보이지 않았던 신발의 장

식으로 주로 귀 속을 사용하여 당시 상류계 의 신발

이 화려했음을 짐작  해 다. 화 는 장식  목  외

에 화를 동여매기 한 용도로 활용되었으며  신발

의 버클이나 벨트에 해당된다. 한 화 는 여섯 조각

의 가죽으로 만든 당나라의 육합화(六合靴)를 모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15], 당시 피화(皮靴)는 보통 

여섯 조각의 가죽으로 바느질하여 만들어졌다. 각각의 

조각은 동(東), 서(西), 남(南), 북(北), 천(天), 지(地)의 

사방 육합을 의미하여 이 때문에 ‘육합화’라고 불린 것

[16]으로 유래된다.

발해시 (渤海時代, 698-926)에는 오피화와 암모화

(暗摸靴)를 신었다. 이  암모화는 밤 행군에 합하여 

암모(暗摸)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고 한다. 발해의 역사

서인 『발해국지장편(渤海國志長編)』에는 발해인들이 

긴 신목의 가죽신을 잘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다[17]. 

국 길림성(吉林省) 용두산(龍頭山)의 발해 3  문왕(文

王, 737-793) 흠무(大欽武)의 딸이었던 정효공주(貞

孝公主)의 무덤 고분벽화에 묘사된 신발의 신코가 도드

라져 올라오지 않은 모양으로 이것이 암모화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그림 13]. 

이런 기록들을 볼 때 남북국시 의 화에 해 구체

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각자료는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이  시 의 형태를 유지하되 통일신라를 심으로 화

가 있는 육합화가 주로 신겨졌던 것으로 보인다. 

육합화는 가죽을 여러 조각으로 재단하여 발의 형태

에 맞도록 제작하고 발목에 화 를 부착하여 넓은 통의 

형태를 보완하여 기능  요소가 추가되었다. 화 는 실

용 인 목 도 있지만 백옥이나 무소뿔로 장식을 하여 

미  감성을 표 하 다. , 신을 단순히 발을 보호하

는 도구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계 을 구별하는 수단으

로 이용했으며 정신  사상을 용하여 단순한 의복 이

상의 의미를 부여하 다. 

3. 고려시대(高麗時代, 918-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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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 에는 당나라의 제도와 함께 송(宋)나라

(960-1279), 요(遼)나라(916-1125), (金)나라(1115-1234)

의 향을 받았으나 신발은 신라의 제도를 따라  시

와 마찬가지로 화와 리가 혼용되었으며 복에 갖추

어 화를 신기 시작하 다[그림 14]. 당시 복식의 규제가 

지켜지지 않아 료들의 품계에 따라 복식이 구별되지 

않자, 성종(成宗, 981-997)  최승로(崔承 )가 왕에게 

문안을 드릴 때 공복(公服)과 명주로 만든 혜나 화를 착

용할 것을 제안하여 고려시  말에 료들이 신는 신으

로서 제도화되었다[18]. 이에 종(顯宗, 1009-1031) 9

년에는 사옥부정(司獄副正) 이하는 화의 착용을 하는 

등 계 에 따라 차등을 두었고 신발의 재료도 차이가 

있었으며 서민들에게는 화의 착용이 엄격히 지되었다. 

고려시  화의 특이할 은 창이 신코 부분까지 확

되었다는 것이다[그림 15][그림 16]. 창이 신코까지 올

라오게 처리한 방법의 효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먼  기능 인 측면에서 신코를 보호할 수 있

다는 것이다. 신발은 보행 상의 습 에 따라 코 부분이 

쉽게 닳을 수 있는데 창을 그 부분까지 확 하여 

에 의한 마모를 막을 수 있다. 다음으로 장식 인 측면

에서 고두형의 신코에 시각 인 강조 효과를 다는 것

이다. 특히 검은색 화에 흰색 창을 부착한 고 들의 신

은 흑백의 색 조화로 비의 효과를 보여 다. 한 이

런 색의 비는 창에서 신코로 이어지는 곡선을 부각시

키는 부가 인 효과를 갖는다. 

그림 13. 암모화, 정효공주 무덤 

<고분벽화>, 발해, 8C경

(우리 옷 이천 년)

그림 14. 흑화, 

<지장시왕도>, 고려, 14C경

(https://ko.wikipedia.org)

그림 15. 흑화, 

<목은이색선생영정>, 고려, 14C 

(http://encykorea.aks.ac.kr)

그림 16. 흑피화, 

안동태사묘 전래품, 고려, 14C 

(http://www.tsm3.or.kr)

4. 조선시대(朝鮮時代, 1392-1910)

조선시 에는 유교(儒敎)사상이 사회의 반 인 철

학으로 지배함에 따라 신분 질서가 엄격해지고 생활에

서의 (禮)가 요한 제도로 자리 잡으면서 의복 역시 

품계와 상황에 따라 갖추어 입었다. 한 의복에 한 

제도와 함께 신발의 제도 역시 확립되어 『경국 (經

國大典)』 (禮典)의 의장( 章) 화혜(靴鞋)에 따르

면 조선시 에는 신발에 해 품계에 따른 상황별 착용 

규정을 두는 등 신분 계 에 따른 제(禁制)도 나타났

다. 때문에 화는 왕과 료 이상만 착용할 수 있는 신발

로 정착되어 왕은 곤룡포(袞龍袍)에 화를 신었으며, 

료들은 사모 (紗帽冠帶)에 화를 신고 궁에 출입하

다. 이 게 화가 상류계층의 신발로 정착된 것은 특별

한 날에 왕에게 진상했던 품목에 화가 포함된 것으로 

알 수 있다[19].

한 성종(成宗, 1469-1494) 에 기마 시(騎馬時)와 

우천 시(雨天時) 외에 아동과 부녀의 단화(短靴) 착용

을 지하는 기록으로 볼 때 아동과 여성들의 화는 남

자용에 비해 신목이 짧았던 것을 알 수 있으며[20], 신

분에 따라 화의 형태에 제한을 두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조선시  화는 형태와 소재, 제작 방법 등에 따라 구

분된다. 당시 화에는 고종(高宗, 1863-1907) 에 문신 

이유원(李裕元)이 쓴 『임하필기(林下筆記)』의 춘명

일사편(春明逸史編)에 기록된 검은색 가죽으로 만든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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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흑피화, 

『악학궤범』 권9 

관복도설, 1493년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그림 18. 왕의 화(靴),

『국조상례보편』, 1758년

(한국삼재도회. 下)

그림 19. 흑화,

 『진찬의궤』, 1829년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그림 20. 기자화,

『악학궤범』 권9 

무동관복도설, 1493년

(한국삼재도회. 下)

그림 21. 수화자, 

『순조기축진찬의궤』, 

1829년 

(규정각 한국학연구원)

피화(黑皮靴)가 있다. 이 기록에 따르면 흑피화는 외부

에 모직물, 청색선, 단 등으로 장식하는 방식으로 변

화[21]했음을 알 수 있다. 흑피화의 형태는 『악학궤범

( 學軌範)』 권9 복도설(冠服圖說)을 보면 알 수 있

다[그림 17]. 한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에

는 왕의 화에 한 기록이 있다[그림 18]. 그 외 악(典

)이 자라포(紫羅袍)에 맞춰 신는 신발로서 『진찬의

궤(進饌 軌)』에 실린 흑화(黑靴), 『악학궤범』 권9 

무동 복도설(舞童冠服圖說)에 기록된 조선시  왕실

의 행사에 춤을 추는 무동(舞童)이 신던 기자화(起子靴)

가 있으며,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신발의 바닥에 기름

을 먹인 견직물이나 가죽 는 종이를 깔아 만든 신[22]

인 수화자(水靴子) 등이 있었다[그림 19-21]. 조선시  

유물  가장 많이 남아있는 것은 목화(木靴)이다[그림 

22-24]. 목화는 문무백 (文武百官)이 의식이 있을 때

나 궐에 입궐할 때 단령(團領)에 함께 착용하던 것으

로, 의식( 式)과 설(禮說)을 정리한 조선 후기 책인 

『사례집요(四禮輯要)』에 “목화는 가죽을 사용하는데, 

겹으로 된 바닥은 혜와 같다. 간혹 창에 나무를 사용

하기도 하 으며, 그 창을 이어서 신목이 정강이의 

반을 덮게 한다.”고 기록되었다[23]. 목화와 유사한 형

태로 국상(國喪)이 났을 때 원(官員)이 백색 단령에 

착용했던 신발로서 주로 흰색 천이나 가죽으로 만든 백

화(白靴)가 있다[그림 25]. 한 서울 상암동에서 출토

된 창군(密昌君) 이직(李樴)의 유물  습(襲)신으로 

추정되는 비화(縷緋靴)가 있다[그림 26]. 비는 곧고 

길게 뻗은 제선의 모양이 장수를 뜻하고 빔으로 볼

록하게 나온 골이 밭고랑을 보는 듯하다하여 풍요를 상

징[24]하며 화에 정신 인 의미를 부여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 외 시각자료는 남아있지 않지만, 『경국

(經國大典)』에 처음 등장하는 신발로서 정1품에서 

정3품까지의 당상 ( 上官)이 집무를 볼 때 입는 평상

복에 착용하던 신발로서 흑피화의 바닥에 징을 박은 신

발[25]인 화(挾金靴)가 있으며, 무두질한 양가죽으

로 만든 신으로 조선시  국어 학습서인 『노걸 (老

乞大)』의 원간(原刊)과 간본(刊本)에 각각 과 여름

에 신는 신발로 기록되어 여러 계 에 사용[26]된 것으

로 추정되고 있는 피화(氈皮靴)가 있다. 

조선시  기의 화는 신목이 비교  높고 통이 좁아 

착화가 불편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선 후기로 

갈수록 신목이 넓어지고 낮아져 착화하기 편하도록 구

성되었으며, 체 으로 풍성하고 한 이미지로 조

선시 의 의복과 조화를 이룬다. 특히 조선시 의 화는 

19세기에 들어 목화의 형태로 정착되는 양상을 보이는

데, 신목의 입구는 기 앞이 높고 뒤가 낮아 경사를 이

루거나 간에 굴곡이 있게 경사를 이루는 형태 던 것

에 반해, 후기로 갈수록 앞뒤의 높이가 같은 둥근 호

(弧)를 이루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한 신코 역시 앞이 

로 솟은 고두형에서 차 으로 조선시  말기 바닥

과 수평을 이루는 형태로 바 어 신목 가장자리 원호의 

곡선과 창의 직선이 서로 상반된 이미지를 나타냈다. 

한편 가죽 조각의 개수는 이 보다 다양하게 구성되어 

이합화부터 육합화까지 다양하게 보이며 깃 부분을 생

략하여 보다 단순한 형태를 이루기도 하 다. 

색상 면에서는 주로 검은색을 사용하되 이와 비되

는 색상인 흰색과 홍색, 청색, 자색, 녹색 등을 부분 으

로 사용하여 시각  포인트를 주어, 단순한 형태에 색

상을 이용한 장식 인 효과를 부여하 다. 소재 역시 

이  시  가죽을 주로 제작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면

직물, 모직물, 견직물 등 여러 종류의 직물을 이용하여 

같은 형태라도 다양한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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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목화, 1870년 

(靴·鞋·履)

그림 23. 목화, 조선 

(국립중앙박물관)

그림 24. 영친왕 목화, 

20C 초 

(국립고궁박물관)

그림 25. 백화, 조선 

((인류문화의 토대)

우리나라 신발)

그림 26. 누비화,

 17~18C 경 

(단국대학교 석주선박물관)

에서 살펴본 바에 따라 우리나라 통 화에 한 

미  특성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형식 인 면에서 형태는 정강이 높이가 일반

이었으며 신목의 입구는 곡선으로 처리하 다. 신코의 

형태는 첨두형⋅고두형에서 차 원두형으로 정착되었

으며 이에 따라 창도 곡선형에서 직선형으로 변화하

다. 그러나 이런 곡선과 직선은 서로 반 되는 성격으

로서의 형태가 아니라 서로의 경계를 넘으며 유연한 형

태를 보임으로써 곡선과 직선의 충된 이미지를 보여

주었다. 한 단순하고 기교가 없는 형태를 면의 분할

이나 색상 등으로 보완하여 무심(無心)과 기교(技巧)의 

조화를 보 다. 색상은 용도에 따라 다른 색상도 보

으나 주로 검은색을 기본으로 흰색과 오방색(五方色)을 

배색으로 사용하 고 소재는 가죽을 기본 으로 사용

했지만 조선시 에 들어 다양한 직물을 활용하여 변화

를 추구하 다. 

둘째, 내용 인 면에서 신분에 따라 화의 형태와 재

료 등을 구별, 지 를 상징하는 도구로 활용되어 물질

인 면이 추구되었으나 각종 제를 통해 제를 나타

내면서 정신 인 가치를 표 하기도 하 다. 한 육합

화의 형태나 목화의 색상 등을 통해 통사상을 목하

여 정신  의미를 부여하 다. 즉, 신체를 장식하는 물

질 인 요소인 신발에 통사상의 정신  요소를 결합

하여 정신과 물질의 합일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통 화의 미  특성에 따라 나타난 미의식은 

크게 첫째, 곡선과 직선의 충(折衷), 둘째, 무심과 기

교의 조화(調和), 셋째, 정신과 물질의 합일(合一)로 요

약될 수 있다. 

Ⅳ. 전통 화(靴)에 나타난 미의식

1. 곡선과 직선의 절충(折衷)

곡선과 직선은 일반 으로 디자인의 요한 조형 요

소이나 통 화에 있어서는 그 두 가지 요소가 분리되

어 각각의 특징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충된 균형

의 이미지로 표 되고 있다. 한국의 표 인 통미 

 하나로 꼽히는 것은 ‘곡선의 미’이다. 그러나 우리나

라의 통 인 곡선의 아름다움은 곡선을 소재로 하여 

유명한 서양의 바로크 양식이나 아르 보 양식의 그것

과 다르다. 우리나라의 통 인 곡선은 은근한 아름다

움을 나타내는 용(中庸)의 곡선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곡선은 한옥 지붕의 처마선, 기둥의 배흘림 등 통

술 반에 드러나고 있으며 이와 련하여 김민자는 한

국 복식의 미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신발의 곡선미

를 들며 수평선과 수직선의 립  만남을 곡선으로 처

리하여 용과 정(中正)의 논리, 원융무애(圓融無礙)

의 논리를 나타낸다고 하 다[27]. 

통 화에도 외부와 내부에 곡선과 직선이 고루 표

되어 충되고 유연한 용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

다. 그 로 첫째, 외부의 선에서 신목 부분을 들 수 있

다. 화는 의 보편 인 장화 스타일과 달리 신목 부

분이 곡선으로 처리되었다. 고구려 화의 경우 신목의 

둘 가 직선으로 이루어졌지만 이후의 화, 특히 조선시

에 들어서는 그 부분이 곡선으로 처리되어 화의 높이

에 따른 보행에서의 문제 을 보완하고, 신목 입구의 

도리로 내구성을 높이면서 곡선의 이미지를 강조하

다. 즉, 신목의 높이는 유지하되, 앞뒤의 높이를 낮춰 보

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보완하며 장식의 효과를 주었

다. 한 신목의 높이인 수직선을 통해 보이는 직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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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구의 수평선에서 보이는 곡선의 조화는 다소 강하고 

딱딱해 보일 수 있는 장화의 이미지에 균형감을 부여하

고 있다.

둘째, 외부의 선  신코 부분이다. 신코는 삼국시

에 상류계 을 심으로 다소 과장되고 뾰족하게 솟아

오른 형태에서 차 둥 고 완만한 곡선을 이루는 원두

형으로 변화하 다. 이와 함께 기 창은 로 솟은 모

양을 이루어 말을 타는 상류계 의 활동에 기능을 부여

하 다. 이런 첨두형⋅고두형 신코는 신목 입구의 곡선

과 마찬가지로 신목의 직선과 어우러져 조화를 이룬다. 

화의 창에 표 된 곡선은 서양 신발에서 나타나는 과장

됨 없이 유려하게 로 솟은 모양을 보인다. 이 게 창

의 선은 앞부분이 들린 곡선을 이루다가 조선 후기로 

갈수록 원두형 신코가 주를 이루게 되면서 직선 스타일

로 정착하 다. 앞부분이 들린 형태는 토-스 링

(Toe-spring)의 기능을 하는데 이는 보행 시 발가락의 

꺾임이 편하도록 해 다. 때문에 창이 직선으로 변화

한 것은 통이 넓어지고 신목이 낮아지는 한편 신목 입

구를 곡선으로 처리하여 보행을 돕는 토-스 링 기능

이 필요 없게 되었으며 보다 자연스러운 형태를 추구하

는 미의식의 확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신 내부의 디자인선이다. 신의 내부선을 보면 

발목에 치한 혜와 말의 부분을 연결하는 선은 주로 

발목의 형태를 고려하여 곡선으로 처리되었다. 그러나 

그 외에 부분은 곡선과 직선을 히 함께 사용함으로

써 단조로움을 피하고 변화의 미를 살렸으며 각 개선

에 끼운 휘는 곡선과 직선의 변화를 강조하는 역할을 

하 다. 이런 곡선과 직선의 조화로운 사용은 통 복

식에서도 나타나는데 고리의 경우 배래선, 앞섶의 곡

선과 깃, 고름 등에 나타난 직선의 충 인 표 이 우

리나라 복식의 아름다움으로 꼽힌다. 한 화 내부에 

직선과 곡선이 히 배치됨으로써 실루엣의 단순함

을 보완하고 시각  변화와 함께 활동감을 부여하 으

며 비례와 용의 미를 창출하 다. 

2. 무심과 기교의 조화(調和) 

우리나라 통 술의 표  아름다움으로는 ‘여백

의 미’를 꼽을 수 있다. 이는 삼국시 의 미술부터 통일

신라시 , 고려시 와 조선시 를 통하며 내려온 

통미로서 세부 인 것보다 체 인 인상과 자연 인 

조를 시하는 한국의 자연주의 미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통문화는 기교 보다는 자연

스러운 아름다움, 즉 부정형 이며 비균제 , 비정제  

무심함을 추구하는 스타일로 “순수무아(純粹無我)의 

경지와 이에 따른 자연의 조화와 그 수용[28]”에 기반

한다. 이런 사상은 신발에도 그 로 표 되어 상류계

의 신발이라도 외형의 화려함이나 과시에 치 하지 않

으며 체 인 조화를 시한 디자인으로 표출되고 있

다. 이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첫째, 형태는 화려한 장

식이나 구조 인 입체감보다 단순한 외 으로 신의 본

래 기능에 충실한 형식을 보 으며 평면에서의 면 분할

과 색채 배합, 소재 혼용에서 조화를 표 하 다. 혜 부

분에서의 면 분할은 발에 착감을 높이는데, 소재의 

보강이 어려웠던 당시에 시 을 보완하여 신발의 형태

가 무 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여 내구성을 높이

는 실용 인 기능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

러나 이 개선을 따라 끼우는 휘는 단순히 기능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부 마다 휘의  수와 색상, 소재 

등을 달리하여 변화를 추구하며 장식의 역할도 하 다. 

휘는 단순한 형태에서 오는 여백의 미를 여러 조각으로 

분할하여 채움으로써 탈기교와 기교의 조화를 보여  

것이다.  

둘째, 통 화는 두 조각에서 여섯 조각의 소재를 연

결하여 혜 부분을 구성하는데, 화마다 합화의 조각들이 

일정치 않은 형태를 보인다. 이것은 당시 신발 제작이 

량생산 체제가 아닌 주문 생산 시스템으로 이루어졌

으므로 개인의 신체 특성을 고려한 맞춤화로서 발의 구

조에 따른 것일 수 있겠다. 그러나 당시 의복이나 신발

의 제작 기술 수 을 고려해 볼 때 제각각의 형태는 표

화에 한 기술력의 부족이라기보다 만드는 사람마

다의 미  감각이나 제작 방식의 차이를 그 로 인정하

여 무심한 형태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추구

한 무 자연(無爲自然)  사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색채는 비색을 사용할 경우 검은색을 주요 

색상으로 하여 소박함을 표 하되 이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원색 계열의 색상을 함께 사용하여 비워진 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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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 소재 역시 거친 가죽이나 무

명을 바탕으로 섬세한 공단이나 피 (皮金) 등 고  소

재를 사용하여 색상과 마찬가지로 무심과 기교의 상반

된 이미지를 조화시켜 감성의 양을 조 하고 있다. 

부분 단순하고 실용 인 소재를 사용하지만 상류계

을 한 장식 인 효과를 부여하기 해서는 화려한 소

재를 부분 으로 사용함으로써 비움 안에 과하지 않는 

채움을 실 하는 것이다. 이런 미의식은 통 술에서 

“수묵화는 시간성과 비움의 미를, 채색은 공간성과 채

움의 미를 시도한다[29].”는 의미와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무심함을 기반으로 하여 여백의 미를 나타내지만 

그 안에 과하지 않는 기교로 비움과 채움의 조화를 꾀

하는 것이다. 

3. 정신과 물질의 합일(合一) 

우리나라의 통 술에 있어  하나의 표 인 미

의식은 선(禪)이나 무 자연(無爲自然), 기운생동(氣韻

生動)과 같이 정신을 강조하는 ‘사상의 미’를 들 수 있

다. 때문에 복식도 옷과 자아(自我)가 따로 작용하는 것

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며 정신  측면이 우리나라 복

식미의 보편성을 이룬다[30]. 이것은 동양사상에 기반

한 미의식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이며 시 나 사상이 총

체 으로 반 되어 표 된다는 의미에서 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  기운생동은 동양인이 만물의 변화를 

이해하는 방법  하나로 음양오행(陰陽五行)사상과 함

께 우리나라 통문화에 요하게 작용한다. 통회화

에서 수묵화는 탈속 인 세계 을 반 하고 채색화는 

세속의 심을 반 한다. 이 때 수묵화로 표되는 묵

(墨)은 탈속 (시간 )인 것, 채색화로 표되는 채색

(彩色)은 세속 (공간 )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31]. 

즉, 기운생동이란 “두 개의 상호 모순되는 운동이 하나

가 되면서 자연 인 에 지를 생성  하는 상[32]”

을 말한다. 이런 정신과 물질을 연결 짓는 통 술의 

합일에 기반한 일원론(一元論)  미의식은 통 화에서

도 찾아볼 수 있다. 

통 화는 부분의 경우 상류계 의 신발로 한정되

어 이에 한 제가 실시되는 등 사회 인 지 의 표

식으로 이용되어 왔다. 화는 당시 희귀한 소재 던 가

죽을 비롯하여 모직물과 견직물 등 고  소재를 사용하

여 지 가 낮은 사람들이 쉽게 근할 수 있는 품목이 

아니었으며, 제도로 엄격히 규제해 왔던 이면에는 화려

한 소재나 장식을 사용하여 지 를 과시하기도 했던 것

이다. 때문에 화는 물질  가치를 추구했던 상류계 의 

풍조를 나타내 주는 복식 요소 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 게 화는 단순히 장식성을 강조하여 사회  차별을 

두기 한 목 만이 아니라 기능과 의미를 내포하 다. 

즉, 한편으로 규제를 통해 인간의 욕망에 한 자제와 

청백(淸白)사상을 실 하고자 하는 멈춤이 나타나기도 

하 다. 이런 정신과 물질의 일원론  사고는 화의 색

상과 소재에 표 되었다. 

첫째, 화의 색상은 무채색인 검은색 심으로 구성되

었으며 상황에 따라 다른 색상을 사용한 기록도 있다. 

그러나 흰색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깃 부분이나 도리, 

회 등에 통색인 오방색을 배색으로 처리하여 검은색

의 단순함에 시각 으로 비의 효과를 주었다. 특히 

외피와 내피의 배색, 주요색과 장식색의 비는 단순한 

화의 형태에 생동감을 부여하여 원색의 조화와 선명하

고 강렬한 색채의 독특한 색채 감정을 느끼게 한다. “수

묵이 내연(內延)의 긴장이라면 채색은 외연(外延)으로 

확산하려는 긴장의 미학일 수 있다. 이 두 개의 변증법

 운동 법칙의 골격은 사실상 기운생동으로 표 되는 

것[33]”으로 이러한 무채색과 유채색의 합일은 정신

인 것을 추구하는 수묵화와 물질 인 것을 나타내는 채

색화의 이미지를 통해 기운생동 인 사상을 연상  한

다. 한 오방색 역시 우주 안에서의 존재의 결합을 뜻

하여 일원론  미의식을 보여 다.

둘째, 소재는 당시 가죽이라는 소재 자체가 매우 귀

했던 재료로서 많은 양의 소재가 필요한 화는 주로 상

류계 에 의해 착용되었고, 통일신라시 에는 화 에 

값비싼 장식을 하여 신분을 과시하는 경향이 보 다. 

한 조선시 에도 공단 등의 고  소재로 제작하여 물

질 인 이미지를 나타냈다. 이런 물질  이미지에 한 

추구는 화의 소재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최공호는 

『한국인의 신발, 화혜』에서 조선시  화의 한 종류인 

화의 형태에 한 다른 가능성을 제시한다. 화

의 은 피 (皮金)의 옛말로서 옷을 장식하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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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로 을 입힌 얇은 양가죽을 뜻하는 말이기 때문이

다. 이런 이유로 화가 화의 깃 부분을 선(金線)이

나 박(金箔) 등으로 장식한 화를 의미할 수 있다는 것

이다[34]. 당시 화는 세조(世祖) 11년과 종(睿宗) 

원년(元年)에 제가 될 정도로 많이 착용되어 당시 신

발을 이용해 지 를 과시하는 풍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소재를 사용함에 있어 이 게 단순한 물

질성만 추구한 것이 아니라 이에 한 사용을 제한함으

로써 물질에 한 지향을 자제하고 정신  가치를 시

하는 당시의 사상을 나타내기도 하 다. 한 하나의 

화 안에, 거칠고 투박한 소재를 통해 수묵화에서 나타

나는 정신  사상과 곱고 정교한 소재가 주는 채색화의 

물질  풍요로움이 하나가 되어 표 되면서 정신과 물

질이 합일되는 미의식을 보여 다. 

Ⅴ.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 화는 당 의 미의식

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미에 한 정체성을 악할 수 

있는 요한 복식 요소라 할 수 있는데, 통 화에 나타

난 미  특성과 미의식을 분석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  형식 인 측면에서의 미  특성은 신목과 신목

의 입구, 신코, 창 등 다양한 부분에서 곡선과 직선이 

하게 사용되어 균형을 이루었다는 과 단순한 형태

를 면의 분할이나 색상, 소재 등으로 보완하여 무심함 

안에 기교를 보여주었던 이다. 다음으로 내용 인 측

면에서의 미  특성은 지 와 물질에 한 욕구를 나타

냈던 화에 해 시 별 제를 통한 제로 내면의 가

치를 부여하여 정신과 물질을 하나로 표 했다는 이다.

이런 미  형식을 통해 통 화에 표 된 미의식은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곡선과 직선의 충이다. 통 화에 나타난 곡

선과 직선은 서로 상 인 의미의 조형요소라기 보다 

서로의 특징을 충하여 유연하게 표 됨으로써 균형

감을 이루는 용의 미를 추구하고 있다.

둘째, 무심과 기교의 조화이다.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문화는 통 화에 있어 탈기교

인 무심한 형태에 색상과 소재의 부분 인 변화를 통한 

기교로 나타나 체 인 조화의 미로 표 되었다. 

셋째, 정신과 물질의 합일이다. 외면의 화려한 형식보

다 내면의 의미를 시하는 사상은 물질  가치를 추구

하되 그 안에서 정신과의 합일을 통해 기운생동의 일원

론  미의식을 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통 화에 나타난 미의식은 어떤 가치를 

양분하는 서양의 이원론(二元論) 인 사상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각 요소들을 수용하고 충하여 궁극 인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화에 나타

난 기술 인 가치는 술 인 가치와 정신 인 가치까

지 내포하고 있었으며 서로 반 되는 가치들을 합하여 

자유롭고 유연한 미의식으로 표 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자유롭고 유연한 미의식은  사회에서 유행

하고 있는 혼성(混成) 인 디자인에 부합하며, 향후 이

런 미의식을 화하여 우리나라만의 정체성을 나타

내는 한국 인 디자인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이다. 한 본 연구는 통 신발  화에 국한

된 연구로서 화된 한국의 통미를 나타낸 디자인

을 개발하기 해서는 각각의 통 신발에서 나타나고 

있는 미의식에 한 개별 인 연구가 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본 연구가 후속 연구의 기 으로 활용

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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