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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한국화 한국전통복식, , , 

한복 한류문화, 

—

본 연구는 김현정 작가의 작품 사진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진행되었음.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 expression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s shown in the Korean paintings by Kim Hyun-Jung. 

The study analyzed the paintings by Kim Hyun-Jung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temporary Korean paintings and the expression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s. The characteristics of Kim Hyun-Jung’s works are 

as follows: 1) The paintings are drawn by using Korean traditional painting 

methods and finished with Korean traditional paper, hanji. Moreover, they 

show the Korean traditional costume as main subject material. 2) They use 

modern painting methods, such as collage, and show pop art characters by use 

of contemporary popular products. 3) The artist communicates with the public 

through SNS and YouTube, and shows characteristics of popular art through 

commercial art products and advertisemen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traditional costume in Kim Hyun-Jung’s works are as follows. 1) The hanbok 

shown in the paintings is a traditional style with tight jeogori and wide chima. 

Chima is drawn in thin coloring with Korean ink and jeogori is expressed with 

semi-transparent hanji in various patterns and colors, which shows the subject 

‘coy’. 2) Various kinds of Korean traditional accessories and modernized flower 

shoes with high heels are shown as subject materials. The art works by 

contemporary Korean artists are expected to be the route to give valuable 

information to the public about Korean traditional costumes as well as the 

trendy Korean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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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한국 전통 복식을 착용한 인물이 등장하는 예술 작품은 선

사시대 암각화에서 시작되어 조선시대의 인물화와 풍속화를 

거쳐 현대의 한국화까지 존재하여 왔는데 근래에 한복을 주, 

요 소재로 작품 활동을 하는 한국화가들이 관심을 끌고 있

다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화풍의 작품에 주로 등장하던 한복. 

은 점차 현대적이고 젊은 감각의 작품들에도 자주 등장하고 , 

있다 한복을 주요 소재로 다루어 주목 받는 현대 화가로는 . 

신선미 이동연 흑요석 등이 있는데 특히 젊은 화가 김현, , , 

정은 도발적이고 감각적인 화풍으로 대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김현정은 년부터 현재까지 내숭 이라는 주제로 . 2010 ‘ ’

자화상 제작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년 개인전 내숭 , 2013 ‘

이야기 에서 출품작 점이 이틀 만에 매진되었고 년 ’ 13 , 2014

개인전 내숭 올림픽 은 가나아트센터 오픈 이래 최대 관객‘ ’

을 모아 대중적 인기를 가진 작가로 자리매김하였다 이후 . 

년 국회의사당 초대개인전 년 신기마미인도2015 , 2015 ‘ (新騎
라는 주제로 말 박물관 초대개인전을 가졌으)’ ( ) 馬美人圖 馬

며 중고등학교 미술 교과서에 작품이 실릴 정도로 국내에서 , 

인정받았다 해외 전시로는 년 홍콩과 뉴욕에서 단체전. 2013

에 참가하였으며 년에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2016

서 라는 제목으로 초대개인전과 함께 강‘This is our future’

연을 진행하였고 년 주 독일 한국문화원에서 개인전 , 2016

세기 풍속화 내숭이야기 를 진행하여 독일 일간지 빌트‘21 ’

지에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 년에는 포브스 선정 (Build) . 2017

세 이하 영향력 있는 인 에 선정되어 국내에서의 인기‘30 30 ’ , 

를 넘어서서 세계인들의 관심을 받는 작가로 성장해가고 있

다 특히 김현정 작가는 스스로 한국화의 아이돌 이라. “ (Idol)”

고 칭하면서 한류 문화의 일부로서 인정받기를 추구하며, 

라 불리는 대중문화와 유사한 방식으로 대중과의 K-culture

소통을 활발히 하는데 이를 통해 한국 전통문화가 세계의 , 

젊은 세대들에게 친근하게 알려지는 통로가 되고 있다.

한국 전통 복식이 박물관 전시나 패션쇼 드라마와 영화   , 

등을 통해서 세계에 알려져 왔고 현대화된 한복의 개발을 , 

통해 한국전통문화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해 많은 전문가

들이 노력해 왔는데 한국 전통 복식의 아름다움이 현대 순, 

수예술 작품이라는 새로운 매체를 통해 세계인들에게 인식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김현정 작가의 작품과 소통방식이 한

복의 패션 문화로서의 입지에 주는 영향이 가볍지 않다 김. 

현정 작가의 작품에 관하여 언론과 미술계의 많은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복을 입고 있다는 사실과 전통, 

적인 한복이 현대적으로 표현되었다는 사실 이외에 그림에 

나타난 한복에 대한 구체적 고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김현정 작가의 작품에 나타난 한국 전통   

복식이 어떠한 아이템과 소재 색상을 사용한 스타일인지 파, 

악하고 그들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그 표현방법을 분석, 

하며 한국 전통 복식을 통해 작가가 그림 감상자와 소통하, 

고자 한 것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 

구의 범위는 김현정 작가 공식 홈페이지(Kim Hyun Jung 

에 올려진 작품 중 내숭 이야기 점 와 내숭 Official Site) ‘ (30 )’ ‘

올림픽 점 으로 분류된 년부터 년까지 제작된 (35 )’ 2011 2014

총 점의 작품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작품에 나타난 65 68

벌의 복식을 분석하였으며 검색 기간은 년 월에서 , 2018 6 12

월로 한정하였다 또한 작가의 책과 논문을 비롯하여 전문가. 

의 평론과 언론의 기사 그리고 작가의 에 등장하는 활, SNS

동상황을 참고하였다.

이론적�배경II.�

한국화의�정의와�현대�한국화의�경향1.�

근대 이후의 한국 전통 회화를 서양화와 구분하기 위해 

년경부터 쓰인 동양화 라는 용어는 종이나 비단 붓1920 ‘ ’ , , , 

먹 채색 등 동양의 전통적 재료와 기법 및 이론을 사용하, 

여 그린 회화의 일반적 명칭으로 사용되기도 한다(The 

년대 이Academy of Korean Studies TAKS , n.d.). 1970〔 〕

후에 동양화 라는 용어가 한국 전통 회화의 독자성을 고려‘ ’

하지 않고 일제에 의해 붙여진 명칭이며 동양화 대신 한국‘

화 라는 용어를 사용하자는 주장이 호응을 받아왔다’ (Kim, 

그러나 현재 한국인 화가들의 서양화 작1980; Lee, 1985). 

품도 한국적 회화로 인식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통 회화만을 

한국화로 부르는 것이 현대 국제미술의 트렌드에 역행한다

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Kim, 2008).

한국화의 종류는 재료에 따라 수묵화 수묵담채화 채색화  , , 

로 나뉘어지고 표현 기법에 따라 크게 구륵법 몰골법 백, , , 

묘법으로 나뉜다 수묵화는 먹을 사용하여 채색(Ahn, 2012). 

을 가하지 않고 그린 회화이고 수묵담채화는 수묵화에 엷은 , 

물감으로 산뜻하게 채색한 회화이며 수묵채색화는 수묵화에 , 

선명한 채색이 더해진 회화를 말한다 구륵법은 수묵으로 외. 

곽선을 그리고 그 안에 채색을 더하는 기법이고 몰골법은 , 

외곽선 없이 채색이나 먹의 농담으로 형태를 표현하는 기법

이며 백묘법은 선으로만 그리는 기법이다, (Jung, 2001).

인물화는 산수화와 더불어 한국 전통 회화를 주도한 장르  

로 인물화의 종류에는 초상화 산수인물화 풍속화 등이 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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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초상화는 특정 인물의 자태를 그린 그림이며 산수인물. , 

화는 산수 속에 인물이 크게 부각된 그림이다 풍속화는 민. 

간의 풍속을 그린 그림이며 일반 백성들의 생활상을 그린 , 

서민풍속화가 풍속화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백(TAKS, n.d.). 

성들의 생활상을 잘 보여주는 풍속화는 조선 후기에 김홍도, 

김득신 김후신 신윤복 등에 의해 흥미롭게 발전하였다, , 

풍속화의 일종인 사녀인물화 는 (Jung, 2000). ( )仕女人物畵
궁중 여인들의 생활이나 자태를 그린 그림을 뜻하며 미인도

라고도 불리는데 초기에는 궁중 여인들이 지녀야 ( ) , 美人圖
할 규범과 유교적인 덕목을 깨우쳐 주는 교화적인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나 점차 여인들의 아름다운 자태와 풍모로 관심

이 옮겨지게 된다 자화상은 서양화에서는 (TAKS, n.d.). 15

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시작되었으며(Monthly Art, 1999), 

동양화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문인화가들에 의해 그려지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에 현존하는 (Lee, 2005), 

자화상은 윤두서와 강세황의 자화상만이 남아 있다.

현대 한국화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현대 한국화   , 

표현에서 특히 한국의 전통적 대중 예술인 민화는 김기창 

등에 의해 응용되기 시작했으며 년대 이후에 민화에 대1980

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수묵의 표현보다는 채색의 표현이 . 

당시 리얼리즘 미술의 실재성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

는 개념에서 채색이 선호되었고 민화에 나타나는 전통적 오, 

방색과 서민적 내용 그리고 도상들을 차용하면서 민화를 재

해석하여 창의적 방법으로 작품 속에 등장시키기 시작했다

이후 민화에 대한 탐구는 계속되었으며 (Oh, 2016). 2000

년대 들어서 한국 미술계의 주류로 부상한 팝아트는 

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특성을 보여주며 젊은 작가‘K-Pop’

들에 의해 더욱 자유로운 창조적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

(Oh, 2008).

현대�한복의�트렌드� 2.�

한복은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산물이며 한국을 방문한 외국, 

인들에게 한복 체험은 한국 관광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고궁과 북촌 한옥마을 전주 한옥마을 부근에서는 한복을 입, 

은 방문객들을 다수 발견할 수 있는데 이들 중에는 외국 ,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젊은 한국 여성들도 많다 문화재청은 .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해 특정 행사에 실시해오던 한복 착‘

용자 무료관람 혜택을 년 월부터 경복궁 창덕궁 창’ 2013 10 , , 

경궁 덕수궁 종묘 조선왕릉에서 연중 내내 실시해 왔는데, , , , 

현재는 전체 입장객의 정도가 한복 차림이 되었다30% 

많은 한복 연구자들이 한복의 현대화를 위해 (Seok, 2016). 

다양한 시도를 해왔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한복을 착용, 

하기 시작한 시기로 보면 고궁 무료관람이 대중화에 기여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복은 전통적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 현. 

대화된 한복이 트렌디한 패션으로 받아들여지는 현상은 

년대 한복진흥센터에서 신 한복 개발 프로젝트 를 2014 ‘ ( ) ’新
실시하면서 더욱 그 경향이 짙어져 왔다(Bae, Lee, & Kim, 

한복을 입고 여행하는 놀이문화가 유행하기도 하였2016). 

는데 한복여행가 권미루를 비롯한 한복여행가들의 활동을 , 

기록한 한복 여행 사진전을 열기도 했다 이러(Nam, 2015). 

한 놀이문화는 에 사진을 올리면서 확산되고 한복이 세SNS

계인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은 대들이 한복을 입는 놀이문화가 일상 속  Han(2016) 10

의 이벤트화 되어 특별한 날에는 한복을 입는 한놀족 이 등‘ ’

장하였다고 보도하고 있으며 는 , Arirang TV(2017) ‘Hanbok 

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한복trending among young Koreans’

의 유행 현상이 주목할 만 하며 세계적으로 알려질 것을 기

대한다고 하였다 는 한국의 젊은 세대 여성들이 . Park(2018)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어 에 올려 소통하는 과정을 놀SNS

이문화로서 즐기는 것이 최신 트렌드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은 의 Im(2018) Korea Herald ‘Capturing hanbok’s beauty 

라는 기사에서 레이스와 프릴을 사용with modern elements’

하고 시스루와 민소매 짧은 치마의 새로운 한복 스타일에 , 

대해 현대적 요소라고 보도한다.

한복을 입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젊은 한국 여성들이   , 

한복을 발랄한 이미지로 착용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스타

일로 변형된 한복이 등장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이에 따라 . 

전통 보존의 중요성과 새로운 문화의 창조에 대한 논란도 

이슈가 되고 있다 심하게 변형된 한복 착용자에 대한 고궁 . 

무료관람을 제한하자는 의견이 부각되어 현대적 한복의 범

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으며 문화재청은 한(Seok, 2016), 

복 착용자의 경복궁 무료관람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

여 변형 한복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고 있다(Won, 2018).

김현정�작품의�특성III.�

한국화�기법과�한국적�소재1.�

선화예술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에서 동양화를 전공한 김현

정은 한국화의 전통을 이어나가면서 현대 미술에서 빛을 발

하는데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한국화에서도 서양화의 표현기. 

법을 사용하는 경향이 짙어진 현재의 상황에서 김현정 작가, 

는 한국화가로서 전통적인 회화 기법을 계승하는데 많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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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두고 있다 김현정 작품의 표현기법은 대(Kim, 2015). 

부분 한지 위에 수묵과 담채 콜라주‘ , (Color and collage on 

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그림 속의 Korean paper; )’ , 紙本淡彩
인체와 의복 소품의 부분별로 각각의 표현기법에 의도적으, 

로 차이를 두어 다양한 한국화 기법을 보여준다 인체와 저. 

고리 부분은 수묵 으로 외곽선을 그리고 담채 로 ( ) ( )水墨 淡彩
색을 채워주는 구륵법 을 사용하고 있다( ) (Kim, 鉤勒法

머리카락을 그릴 때는 세필을 사용하여 철선묘법2017b). 

으로 세밀하게 표현하는데 철선묘( ) (Kim, 2017a), 鐵線描法
법은 두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필선으로 철사와 같은 느낌

을 주며 불화와 인물화에 많이 사용되는 기법이다, (Monthly 

치마 부분은 수묵담채를 사용한 몰골법Art, 1999). ( )沒骨法
으로 표현하는데 수묵담채는 검정색의 묵을 물로 묽게 하여 , 

맑고 투명하게 표현하는 기법으로 한국화의 특색으로 인식

된다 장신구와 신발 등 소품의 표현에서는 진채 를 사. ( )眞彩
용하여 진하게 채색하여 선명하고 세밀하게 표현한다 감각. 

적이고 도발적인 화풍으로 대중의 시선을 끌고 있으면서도, 

한국화의 기법과 한지라는 한국적 소재를 일관되게 사용함

으로써 한국화로서의 미술적 가치를 유지하며 전통성을 인

정받을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하고 있다.

김현정의 작품은 한지를 바탕 재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 

또한 저고리의 표현에서 한지를 붙이는 콜라주 기법을 사용

하고 있다 한지는 전통적으로 서화의 바탕이 되는 재료로서. 

뿐만 아니라 공예의 창작에 다양하게 이용되어 왔으며 현대, 

에 와서는 예술의상이나 무대의상을 위한 창작 패션의 소재

로 이용되기도 한다 용도에 따라 다양한 재질과 (Lee, 2013). 

문양을 가진 한지가 생산되고 있으며 새로운 한(Lee, 2002), 

지의 개발도 창작의 일부분이 되고 있다(Hanji Industry 

현대 한국화에서 한지의 사용은 바Support Center, n.d.). 

탕의 재료로서뿐만 아니라 그 자체를 작품으로 보는 오브제

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는 년대에 실험적 표현 , 1960

방식으로 시작되었으며 한국적 정서를 표현하고자 하는 화, 

가들에 의해 이어져 오고 있다 김현정 작가는 (Oh, 2005). 

원하는 느낌의 소재 표현을 위해 한지를 구입하거나 본인이 

직접 제작 또는 염색한다고 하며 원하는 한지 제작법을 습, 

득하기 위해 오랜 기간 연구를 해왔다고 한다 맑고 투명한 . 

느낌을 주는 매우 얇은 한지인 순지 를 사용하는데 섬( ) , 純紙
세한 표현을 위해 순지 중에서도 가장 얇은 안피지( )雁皮紙
를 사용한다고 한다(Kim, 2015).

김현정의 그림은 한국 전통 인물화의 방식대로 배경을 비  

우고 인물 중심으로 그려져서 인물이 입고 있는 한복에 시

선이 집중된다 작품 속 인물의 크기를 실제 사이즈와 비슷. 

하게 그림으로써 보는 이로 하여금 더욱 화면의 인물을 현

실적으로 느끼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구도는 (Kim, 2015). 

여백의 미를 살린 전통적 표현기법을 보여주면서(Figure 1), 

동시에 주변 환경이나 사회적 제약보다는 자아에 관심이 집

중된 독립적이고 개인주의적인 현대 여성의 자화상이 표현

된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의 작품은 세기 풍속화라고 해석되기도 하는데  21

세기 후반의 김홍도와 신윤복의 풍속화와 (Cho, 2013), 18

마찬가지로 당 시대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특. 

히 현대 젊은 여성의 일상 속 순간을 포착하여 현실을 반영

한 풍속화를 그리고 있으며 또한 대중이 쉽게 공감할 수 , 

있는 팝아트적인 재미를 추구한다(Figure 2). 

한국 전통 인물화 중 미인도를 연상시키는 김현정의 자화  

상은 한복을 주요 소재로 사용하고 있다 김현정의 작품이 . 

자화상으로서 현재를 사는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고자 한다

는 점에서 다른 현대미술 작품들과 공통된 면을 가지고 있

는데도 한복을 입고 있는 인물화라는 것이 감상자들에게 가, 

장 강하게 인지되어 한복 그림 이라고 불릴 정도로 작가의 ‘ ’

특성을 대표한다 한복은 실제로 현대 여성들이 일상복으로 . 

입는 스타일은 아니므로 더욱 시선을 집중시키고 작품의 특

성으로 부각되는데 전통적인 한복은 활동적이고 당당한 현, 

대 여성과의 대비를 보여준다 현대 여성의 자화상에서의 한. 

복의 등장은 외적으로는 현대 한복의 트렌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내적으로는 한복에 내재된 전통적 의미와 현, 

대적인 여성의 특성을 대비시켜 한국 현대 여성의 상황적 

갈등과 심리적 특성 보여주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 현대 여. 

성들이 한복 착용을 놀이로 즐기게 된 사회 현상이 김현정 

작가의 위트 있는 작품 표현에 있어서 적절한 소재로 한복

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2.� 현대적�표현�기법과�현대적�소재

김현정의 작품에서는 한국적 표현 기법과 한국적 소재에 대

비되는 현대적 표현 기법과 현대적 소재를 함께 사용함으로

써 작가의 생각과 행동이 전통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 

여주고 있다 작품의 표현기법에 있어서 한국화의 전통 표현 . 

기법과 함께 현대적 표현 기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 저고리 표현에서 한지를 사용한 콜라주 기법은 큐비즘에, 

서 시작되어 현대미술에 널리 사용되는 표현기법이다 인체. 

에 옷을 한지로 붙이는 과정은 흡사 유년기에 경험하는 종

이인형놀이의 과정과 유사하며 풍자적이고 재미를 추구하는 , 

면에서 만화와 같은 특징도 가지고 있어 작가가 대중문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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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방식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인물을 먼저 그. 

리고 그 위에 옷을 입히는 제작과정 은 패션일(Kim, 2017b)

러스트레이션에서도 사용되는 기법으로 패션 분야에 민감한 

작가의 취향이 드러나고 있다.

전통적인 복식과 현대적 일상의 대비는 겉과 속이 다른   

내숭의 내면적 갈등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인 방법으

로 사용되었다 작가의 작품에 나타난 전통 복식 이외의 소. 

품들은 대부분 현대 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상업적 산물들

이다 일상생활용품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라면. 

과 햄버거 피자 스타벅스 커피와 같은 패스트푸드들이 등, , 

장하고 오토바이 자전거 트럭을 타고 있는 (Figure 1, 3), , , 

모습은 한복을 입은 여성에게 예상되는 행동과는 차이를 보

여주어 눈길을 끈다 스마트폰과 노트북 게임기와 (Figure 3). , 

같은 스마트 기기에 열중하여 이어폰을 끼고 있는 모습 또

한 현대적 생활방식을 부각시켜준다 당구 볼링(Figure 4). , , 

스키보드 암벽타기 등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를 즐기는 모습, 

은 전통적 여성상과 대비되는 활동적이고 자유로운 이미지

를 보여준다 한복을 입었지만 운동화를 신고 자(Figure 5). 

Figure� 1.� Oops,� 2012
(kimhyunjung.kr)

Figure� 2.� Coy:� Xenitis,� 2013�
(kimhyunjung.kr)

Figure� 3.� Coy:� You�Move�Me,� 2013
(kimhyunjung.kr)

Figure� 4.�
Coy:� Familiar� but� Unfamiliar,� 2013�

(kimhyunjung.kr)

Figure� 5.�
Swag� or� Die:� Naïve� Lady,� 2014�

(kimhyunjung.kr)

Figure� 6.�
Oops,� 2013�

(kimhyunjung.kr)

외선 차단용 모자와 같은 대중적인 액세서리를 착용한 모습

은 현대 생활상을 그대로 보여주어 친근함을 준다 패션 제. 

품의 사용은 작가가 물질적인 욕구를 가진 매우 현실적인 

여성이라는 내숭의 내면을 표현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루이뷔통과 샤넬 핸드백과 같은 명품 브랜드 제품들이 등장

하고 쇼핑 욕구와 신발에 대한 소유 욕구가 (Figure 1, 8), 

작품의 주제가 되기도 하며 패션 잡지가 소품(Figure 6, 7), 

으로 등장하는 등 작가의 패션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다

(Figure 9).

엎드려서 게임을 하거나 치마를 걷어 올려 스포츠를 즐  , 

기는 등 매우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작품 속 인물의 , 

행동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현

대 여성의 삶의 태도를 보여준다 대중적인 소재를 이용한 .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표현 방식은 대중예술의 특성을 가진 

팝아트적 표현으로 이해되며 이러한 면은 내숭 이라는 도, ‘ ’

발적이며 장난스러운 작품의 제목 짓기에서도 드러난다 또.  

한 젊은 한국 여성이 한국 사회에서 느끼고 있는 전통적 여

성상과 현실적 자아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려는 작가의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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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Coy:� Heritage� of� the�Mind,� 2013�

(kimhyunjung.kr)

Figure� 8.�
Coy:� Planned� Coincidence,� 2014�

(kimhyunjung.kr)

Figure� 9.� Coy:� The�Weight� of� Time,�
Age� Twenty-Seven,� 2014�

(kimhyunjung.kr)

가 전통 복식과 다양한 현대적 소재의 대비를 통해 다뤄지

고 있다.

대중과의�소통3.�

김현정 작가의 팝아트적인 면은 작품 표현에서뿐만 아니라 

그림 감상자와의 소통 방법을 통해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

다 김현정 작가의 를 통한 대. SNS(social network services)

중과의 만남은 기존의 순수미술 작가들의 소통방식과는 차

별화되는데 대중문화 창작자들이 대중과 소통하는 방식과 , 

유사한 방식으로 대중과 소통한다 공식 홈페이지를 직접 운. 

영하며 자신의 작품에 대한 설명과 활동 상황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을 활발히 , , , 

활용하고 있다 또한 김현정의 내숭 이라는 책을 출판하여 . ‘ ’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작가의 내면을 표

현하는 에세이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본인(Kim, 2014), 

의 작품에 대한 논문을 써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 작가 스스로 대중에게 보여지는 자리에는 (Kim, 2015). 

한복을 착용하고 등장하여 작품에 나타난 이미지를 현실에

서 보여줌으로써 한복이 전통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현실에, 

서 패션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작가는 작품의 제작과정을 상세히 보여주는 동영상을 대  

중에게 공개하여 한국화 기법에 대한 자부심을 보여주고 있

으며 이러한 과정은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하나의 통, 

로가 되고 있다 동영상 속에서 화구들과 제작과정은 매우 . 

한국적이고 정갈하게 연출되어 있어 유튜브 동영상 시청에 , 

매료되어 있는 세계인들의 한국 미술에 대한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또한 작품 제작과정에서 본인이 스(Kim, 2017c). 

스로 모델이 되어 포즈를 취하고 작품에 활용할 사진촬영을 

하는 과정을 공개하여 대중의 흥미를 유발한다 홍보의 한 .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동영상은 상업적인 대중문화

에서 흔히 쓰이는 방식으로 김현정 작가의 도발적이고 현대

적인 사회적 태도를 보여준다 작품을 통해서 작품의도를 표. 

현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신체를 통해 실행하여 표현하, 

는 행위예술 의 표현법을 빌려온 듯한 느낌을 (performance)

준다.

김현정은 그림이 상업화되는 작업에도 다수 참여하여 대  

중예술적 특성을 보여준다 년에는 작품이 카카오톡 이. 2016

모티콘으로 출시되어 초코 약 원 에 판매되고 있는200 ( 2200 )

데 작가는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 속에 미술 작품을 소장, 

할 수 있게 하고 싶었다고 밝힌다 년에는 컬러링북과 . 2017

직소퍼즐 세트를 출시하여 대중이 더욱 친근한 방식으로 작

품을 소장 가능하게 하는 시도를 한다 상업 광고에 작품을 . 

등장시키기도 하는데 바슈롬코리아의 광고에서는 인물이 메, 

이크업을 하는 원래의 작품을 콘택트렌즈를 끼는 장면으로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한방 샴푸의 포장디자인과 한식 . LG 

카페 오가다의 광고와 같이 한국적인 제품을 부각시키기 위

한 광고 디자인에 콜라보레이션으로 참여하였고 교보라이프, 

플래닛 생명의 지하철 옥외광고에도 기존 작품에 필요한 내

용을 추가하여 등장하여 대중예술의 일부임을 분명히 보여

준다.

김현정�작품에�표현된�한국�전통�복식의�특성IV.�

김현정의 작품 속 인물이 착용하고 있는 한복과 장신구 신, 

발의 스타일과 표현 특성을 분석하여 김현정 작품에서의 한

국 전통 복식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였다 작. 

품에 표현된 복식의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 작품에 나타난 

한복을 아이템 소재 색상으로 나누어 관찰하였고 작품에 , , , 

나타난 장신구의 종류와 함께 작품 속 신발의 스타일에 대, 

해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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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에�표현된�한복의�특성1.�

김현정의 작품 속에 나타난 한복의 스타일은 길이가 짧고 

몸에 꼭 맞으며 소매의 폭이 좁은 저고리에 폭이 넓은 편인 

긴 치마를 입은 스타일로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현. 

대적으로 심하게 변형된 한복 스타일은 나타나지 않고 비교, 

적 전통적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속바지가 종종 드러나 보. 

이고 두루마기와 같은 겉옷은 등장하지 않으며 예복인 당, , 

의를 입은 경우는 간혹 있다 반면에 한복 소재의 색상과 . 

문양은 작품의 다른 소재들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다양하

게 표현되고 있다 한복 자체의 전통성에 관한 고려보다는 . 

작품의 소재로서 한복의 표현 방식에 더욱 공을 들인 것으

로 사료된다 작품 속 한복의 치마와 저고리는 표현기법을 . 

다르게 채택하고 있는데 작가는 치마의 찰랑거리는 느낌과 , 

저고리의 약간 작은 듯 뻣뻣한 느낌을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치마와 저고리의 소재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함으로써 단조

로울 수 있는 인물화의 화면에 입체감과 긴장감을 주고자 

하였다고 한다 치마는 수묵담채의 방식을 채택(Kim, 2015). 

함으로써 검정색으로 한정되었고 저고리는 다양한 색상의 , 

한지 콜라주로 표현되었는데 작가는 한복 색상의 다채로운 , 

배색 보다는 한국화의 전통 기법을 치마에서 표현하고 저고

리의 콜라주를 통해 현대적 표현기법을 대비하여 사용하여 

전통과 현대의 만남을 보여주는데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작품 속에 나타난 치마는 대부분 전통적 한국화 기법인   

수묵담채 로 표현되어 반투명한 검정색으로 나타( )水墨淡彩
난다 시스루 패션이 된 치마는 자(Figure 10). (see-through) 

화상 속 인물의 하체가 거의 비치는 효과를 보여주는데 전, 

통적인 옷을 입어도 속이 훤히 들여다보인다는 내숭의 속성

을 보여주려는 의도를 가진 표현이라고 작가는 설명하고 있

다 작가는 인체의 외곽선을 먼저 그리고 피부(Kim, 2015). 

색을 채색까지 한 후에 옷을 덧그려서 속살이 반투명하게 

비쳐 보이는 효과를 주는데 이러한 표현 방법은 고려 불화, 

의 기법을 응용한 것이라고도 평가된다 일부 (Seon, 2014). 

작품에서는 치마에도 한지를 붙이는 콜라주 기법이 사용되

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먹색의 얇은 순지를 사용하여 치마의 , 

반투명성을 유지한다 치마를 치켜 올렸을 때 종(Figure 11). 

종 보여지는 속바지는 한 가지 스타일로 등장하는데 노방이, 

나 아사로 보이는 반투명한 소재로 표현되며 파스텔 색조의 , 

굵은 색동으로 밑단이 장식되어 있다 현실(Figure 12, 13). 

적으로 성인 여성의 속바지는 장식이 없는 흰색이 일반적인

데 인물의 여성적이면서도 유아적인 내면 세계가 색동의 사, 

용과 파스텔 색조에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작품 속 저고리는 회장 이 없이 동정이 달린 단색   ( )回裝
저고리가 대부분인데 저고리 소재의 재질과 색상의 표현에, 

서는 다양한 변화를 주고 있으며 종종 고름을 다른 소재와 , 

색상으로 표현하여 강조하기도 한다 현대화된 대여 한복 중. 

에는 어깨부분의 암홀 구조에 서양식 패턴인 셋인 슬리브

를 도입한 저고리 스타일이 많이 등장하는데(set-in sleeve)

김현정 작가 본인이 입은 한복의 디자인을 살(Park, 2018), 

펴보면 어깨 부분이 전통적인 직선 형태의 암홀 구조인 저

고리를 주로 착용하고 있으며 작품 속 인물에서도 암홀 부, 

분의 주름 표현으로 유추하여 보면 전통적인 소매 구조를 

가진 저고리인 것으로 보인다 작품 속 한복 저고리의 소재. 

는 치마와는 달리 한지를 붙여서 콜라주 기법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인체를 먼저 그리고 반투명한 옷을 입히는 표현 방, 

식은 계속된다 옷의 외곽선을 수묵으로 그리고 화폭 위에. , 

서 마치 드레이핑을 하듯이 한지를 가위로 자르고 주름을 

잡아가며 밀가루로 쑨 풀로 붙여나간다(Kim, 2017b).

저고리에 표현된 소재는 크게 두 가지 스타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작품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첫 번째 소재는 은. 

은하게 비치는 반투명의 시스루 소재로 노방(see-through) 

주와 같은 여름용 소재를 표현한 것으로 보이며(Figure 14, 

치마와 마찬가지로 속이 비치는 반투명성을 통해 표현18), 

하고자 하는 내숭 의 특성이 드러날 수 있는 소재를 선택한 ‘ ’

것으로 사료된다 작가는 한복 소재 특유의 서걱거리고 짱짱. 

한 느낌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노력 끝에 한지를 

콜라주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고 하는데 투명(Kim, 2015), 

하게 비치는 효과를 위해 매우 얇은 한지를 사용하고 있으

며 다양한 문양이 불투명한 부분으로 표현되고 있다 두 번, . 

째 소재는 크고 작은 구멍들이 촘촘히 뚫린 질감의 얇은 한

지를 사용한 것으로 현대 한복 패션에서 화려함을 강조하기 , 

위해 쓰이는 레이스 소재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Figure 

레이스 소재는 현대 패션 한복에서 많이 26, 27, 28, 29). 

사용되는 소재로 전통적인 한복에 쓰이던 소재는 아니다

김현정 작가 본인이 입고 등장하는 한복의 소(Kim, 2010). 

재는 노방 공단 등으로 다양하게 선택하고 있으며 작품에 , , 

나타난 소재와는 달리 금박이나 자수로 장식되어 있거나 꽃

무늬 직물을 사용하는 등 더욱 다양한 것으로 보아서 작품, 

에서 특정 소재를 사실적으로 표현하려 했다기 보다는 한지

로서 표현이 가능한 소재의 재질과 문양을 사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지는 실제 한복의 소재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 

한복 창작 작품의 소재로도 이용되므로 한국적 느낌을 잘 

살리는 소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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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lassification� of� Hanbok� Fabric� Expressions� Shown� in� Kim� Hyunjung’s� Paintings

Item Fabric� Expressions

Chima/

Underpants

Figure� 10.�
Oops,� 2013�

(kimhyunjung.kr)

Figure� 11.�
Coy:� You�Move�Me,� 2013

(kimhyunjung.kr)

Figure� 12.
� Coy:� Xenitis,� 2013�

(kimhyunjung.kr)

Figure� 13.� Coy:� Wonder�
Woman� Diary,� 2014�

(kimhyunjung.kr)

Jeogori

(Semi-Transpar

ent Style)

Figure� 14.�
Coy:� Flutter,� 2013�
(kimhyunjung.kr)

Figure� 15.�
Coy:� Fighting� Spirit,� 2013�

(kimhyunjung.kr)

Figure� 16.� Coy:� Heritage�
of� the� Mind,� 2013�

(kimhyunjung.kr)

Figure� 17.� Coy:� Wonder�
Woman� Diary,� 2014�

(kimhyunjung.kr)

Figure� 18.�
Oops,� 2013�

(kimhyunjung.kr)

Figure� 19.� Coy:� Heritage�
of� the� Mind,� 2011

(kimhyunjung.kr)

Figure� 20.� Coy:� Everyone�
has� Secrets,� 2014�
(kimhyunjung.kr)

Figure� 21.� Coy:� The� Roses�
of� Sharon� has� Blossomed., 

2014 

(kimhyunjung.kr)

Jeogori

(Lace Style)

Figure� 22.� Coy:� The�
Perfect� Dinner,� 2013�

(kimhyunjung.kr)

Figure� 23.� Swag� or� Die:�
Naïve� Lady,� 2014�
(kimhyunjung.kr)

Figure� 24.�
Oops,� 2012�

(kimhyunjung.kr)

Figure� 25.� Coy:� What� a�
Beautiful� Life,� 2013�

(kimhyunjung.kr)

Figure� 26.�
Coy:� 1� VS� 30,� 2013

(kimhyunjung.kr)

Figure� 27.�
Coy:� You�Move�Me,� 2013

(kimhyunjung.kr)

Figure� 28.�
Come� into� Bloom,� 2012�

(kimhyunjung.kr)

Figure� 29.�
Coy:� Longing,� 2011

(kimhyunju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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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Number� of� Jeogori� Colors� Shown� in� Kim� Hyunjung’s� Paintings

Paintings
“Coy� Story”� 30�Works� &� “Coy� Olympics”� 35�Works

(Total� 65�Works;� 68� Jeogoris)

Colors White Yellow Red Pale Pink Bright Pink Orange Brown Gold

No. of Jeogori 7 13 6 6 2 3 2 1

Colors Black
Light 

Green
Dark Violet Light Violet Sky Blue Light Blue Blue Navy

No. of Jeogori 9 5 4 2 2 3 2 1

저고리 소재의 문양은 반투명 소재와 레이스 소재에서 모  

두 나타나는데 꽃문양 수파문양 기하문양 등으로 변화를 , , , 

주고 있다 현대 여성용 한복 소재에서 꽃문양인 화문. ( )花紋
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실제 (Kim, Cho, & Baek, 2008), 

한복 소재의 화문 은 대화문 연화문 화조문 등으로 ( ) , , 花紋
다양하지만 한지를 이용하(Lee, Cho, Kim, & Ahn, 2006), 

는 표현적 한계가 있으므로 단순화된 패턴인 화문이 사용되

고 있다 자연 문양으로는 도식화된 물(Figure 21, 22, 23). 

결 문양인 수파문 이 사용되었으며( ) (Figure 15, 24), 水波紋
회오리 문양인 와문 도 등장한다 기하학적 ( ) (Figure 16). 渦紋
문양인 마름모 무늬가 사방으로 연속되어 있는 능형문(菱形

이 사용되기도 하였으며)(Lee et al., 2006) (Figure 17, 紋
사각형이나 불규칙적인 문양이 등장하기도 한다25), (Figure 

19, 20).

저고리의 색상은 다양하게 사용되었는데 내숭 이야기  , ‘ ’ 

작품과 내숭 올림픽 작품에 나타난 총 벌의 한복에30 ‘ ’ 35 68

서 노랑 저고리가 벌로 가장 많고 검정 벌 흰색 벌13 , 9 , 7 , 

분홍계열 벌 빨강 벌 파랑계열 벌 보라계열 벌 연두8 , 6 , 8 , 6 , 

색 벌이 등장하는데 노랑 흰색 연분홍 연두색 5 (Table 2), , , , 

등을 통한 밝고 여성적인 이미지 표현을 선호한 것으로 사

료되고 빨강은 열정적인 이미지를 강조할 때 선택되는 경향, 

이 있었으며 검정은 강인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주제일 때 ,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고리의 색상은 강조하고자 하. 

는 다른 소재들의 색상과 대비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선택

된 것으로 보인다.

작품에�표현된�장신구와�신발의�특성2.�

김현정의 작품에서는 한국 전통 장신구와 신발이 다양하게 

등장하는데 장신구와 신발은 진채 로 불투명하게 채색, ( )眞彩
되어 선명하게 강조되며 세밀하게 표현되고 있다 작품 속 . 

주요 장신구인 머리장식 은 현대에 판매되고 있는 디( )首飾

자인을 표현하고 있는데 비녀 댕기 첩지 배씨댕기 화관, , , , , , 

족두리 조바위 뒤꽂이 떨잠 등으로 다양하게 변화를 주어 , , , 

보여진다 땋은머리 스타일은 미혼인 작가의 자화(Table 4). 

상에 적절한 헤어스타일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 댕기 를 ‘ ’

드린 뒷모습이 보이게 그려지기도 한다(Figure 36, 37, 38). 

비녀 를 사용한 쪽머리 스타일도 등장하는데 용이나 봉황‘ ’ , 

이 새겨진 칠보장식의 금색의 용잠 이나 봉잠 이 ( ) ( )龍簪 鳳簪
가장 많이 등장하지만 꽃이 새겨진 화잠(Figure 30, 31), (花

이나 단순한 형태의 옥비녀나 은비녀도 )(Figure 32, 33)簪
등장한다 첩지 는 쪽머리의 가리마에 얹어 (Figure 34, 35). ‘ ’

치장하던 장신구 로 작품 속에서는 땋은머리에(TAKS, n.d.)

도 사용하고 있는데 모두 봉황이 새겨진 봉첩지 를 , ( )鳳疊紙
표현하였다 배씨 모양의 여아용 (Figure 39, 40, 41). ( ) 梨種子
장신구인 배씨댕기 도 다수 등장하여 소녀적인 느낌을 주고 ‘ ’

있다 어여머리 스타일에는 떨잠 이나 (Figure 42, 43, 44). ‘ ’

뒤꽂이 로 장식하였는데 이러한 스타일은 그림에서 강한 ‘ ’ , 

이미지를 드러내는 폼생폼사 시리즈에서 사용되고 있다‘ ’ 

떨잠은 전통적으로 어여머리의 중앙과 (Figure 50, 51, 52). 

양옆에 장식하며 뒤꽂이는 쪽머리의 뒤쪽 에 장, (Figure 33)

식되는데 작품에서는 자유롭게 불규칙적으로 (TAKS, n.d.), 

장신구를 배치하여 그림상으로 떨잠과 뒤꽂이를 구분하기 

쉽지 않다 또한 땋은머리와 쪽머리에도 뒤꽂이로 자유롭게 . 

장식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화(Figure 32, 36, 41, 47). ‘

관 이나 족두리 를 쓴 인물도 등장하고’ ‘ ’ (Figure 45, 46, 47), 

방한모의 일종인 조바위 를 쓴 모습도 볼 수 있다‘ ’ (Figure 

한복 디자인이 제한된 스타일로 등장하는데 비하여 48, 49). 

전통 머리 장식에 대한 작가의 관심과 탐구는 더욱 깊었던 

것으로 보인다 손가락에 가락지 를 낀 모습도 다수 보이는. ‘ ’

데 전통적 느낌의 가락지를 낀 손가락에는 (Figure 53, 54), 

과감한 디자인의 현대적인 네일아트가 대비되며 귀걸이는 , 

현대적인 스타일로 나타난다(Figure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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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lassification� of� Korean� Traditional� Accessories� Shown� in� Kim� Hyunjung’s� Paintings

Item Accessories� Shown� in� Kim� Hyunjung’s� Paintings

Binyeo

Figure� 30.� Coy:� Fighting� Spirit,� 2013�
(kimhyunjung.kr)

Figure� 31.� Oops,� 2013�
(kimhyunjung.kr)

Figure� 32.� Coy:� Instinct,� 2013�
(kimhyunjung.kr)

Figure� 33.� Swag� or� Die:�
I� am� the� Best!,� 2013�

(kimhyunjung.kr)

Figure� 34.�
Oops,� 2012

(kimhyunjung.kr)

Figure� 35.� Coy:�
Heritage� of� the�Mind,� 2011

(kimhyunjung.kr)

Daenggi

Figure� 36.� Coy:�
Familiar� but� Unfamiliar,� 2013�

(kimhyunjung.kr)

Figure� 37.� Coy:�
Harmony�with� Tranquility,� 2012�

(kimhyunjung.kr)

Figure� 38.� Coy:� The� Roses� of�
Sharon� has� Blossomed.,� 2014�

(kimhyunjung.kr)

Cheopji

Figure� 39.� Coy:� Putting� the� Cart�
before� the� Horse,� 2013

(kimhyunjung.kr)

Figure� 40.� Coy:
� You�Move�Me,� 2013

(kimhyunjung.kr)

Figure� 41.� Coy:�
Lifting�My�Mind,� 2014

(kimhyunjung.kr)

Baessi-daenggi

Figure� 42.� Coy:� Heritage� of� the�
Mind,� 2011

(kimhyunjung.kr)

Figure� 43.� Coy:�
What� a� Beautiful� Life,� 2013�

(kimhyunjung.kr)

Figure� 44.� Coy:�
Breathe,� 2011�

(kimhyunju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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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tinued

Item Accessories� Shown� in� Kim� Hyunjung’s� Paintings

Hwagwan

/Jokduri

Figure� 45.� Coy:�
Immersion,� 2011�
(kimhyunjung.kr)

Figure� 46.� Coy:�
Keep� it� Up!,� 2014�
(kimhyunjung.kr)

Figure� 47.� Coy:�
Harmony� with� Tranquility,� 2012�

(kimhyunjung.kr)

Jobawi

Figure� 48.� Coy:� Narcissism,� 2011
(kimhyunjung.kr)

Figure� 49.� Coy:� Immersion,� 2011�
(kimhyunjung.kr)

Dwikkoji/

Ddeoljam

Figure� 50.� Swag� or� Die:�
Naïve� Lady,� 2014�
(kimhyunjung.kr)

Figure� 51.� Swag� or� Die:�
T.G.I.F.,� 2014�

(kimhyunjung.kr)

Figure� 52.� Swag� or� Die:
� I� am� reliant� on� you.,� 2014�

(kimhyunjung.kr)

Garakji/

Gwigeori

Figure� 53.� Coy:�
Fighting� Spirit,� 2013�

(kimhyunjung.kr)

Figure� 54.� Swag� or� Die:�
I� am� the� Best!,� 2013�

(kimhyunjung.kr)

Figure� 55.� Coy:�
Hidden� Story,� 2012�

(kimhyunjung.kr)

Table� 4.� Number� of� Accessories� Shown� in� Kim� Hyunjung’s� Paintings

Paintings
“Coy� Story”� 30�Works� &� “Coy� Olympics”� 35�Works�

Total� 65�Works;� 68� Figures

Accessories Binyeo Daenggi Cheopji
Baessi-
daenggi

Hwaguan/
Jokduri

Jobawi
Dwikoji/
Ddeoljam

Garakji Gwigeori

No. of 

Accessories
19 17 15 10 2/1 2 15/7 2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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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lassification� of� Flower� Shoes� Design� Shown� in� Kim� Hyunjung’s� Paintings

Style Flower� Shoes� Shown� in� Kim� Hyunjung’s� Paintings

Mid-Heel Style

Figure� 56.� Oops,� 2013�
(kimhyunjung.kr)

Figure� 57.� Coy:� Xenitis,� 2013�
(kimhyunjung.kr)

Figure� 58.� Coy:� You�Move�Me,�
2013� (kimhyunjung.kr)

High-Heel 

Style

Figure� 59.� Coy:� Putting� the� Cart�
before� the� Horse,� 2013

(kimhyunjung.kr)

Figure� 60.� Coy:�
The�Wait� won’t� be� Long.,� 2013

(kimhyunjung.kr)

Figure� 61.� Swag� or� Die:
� I� am� Reliant� on� You.,� 2014�

(kimhyunjung.kr)

Mary Jane 

Style

Figure� 62.� Swag� or� Die:�
T.G.I.F.,� 2014

(kimhyunjung.kr)

Figure� 63.� Coy:� The�Weight� of�
Time,� Age� Twenty-Seven,� 2014�

(kimhyunjung.kr)

Figure� 64.� Coy:�
Repeat� Sign,� 2014
(kimhyunjung.kr)

  

작품 속 인물은 대부분 현대에 흔히 꽃신 이라고 불리는 한‘ ’

복용 신발을 신고 있다 꽃신은 전통적인 당혜 와 운혜. ( )唐鞋
에 꽃문양을 수놓은 여성용 신발을 말하는데 가죽 몸( ) , 雲鞋

체를 비단으로 씌우고 수를 놓아서 장식했다(Huh, 2006). 

현대의 한복용 신발로는 고무신이나 화려한 꽃신을 신는데, 

현대의 꽃신은 대부분 인조가죽에 한복용 직물을 덧대고 수

를 놓아 장식하여 판매되고 있다 꽃신의 색상과 문양은 작. 

품 속 한복의 색상과 어울리게 변화되어 나타난다 김현정 . 

작가는 현대적 신발을 포함한 다양한 신발의 디자인을 통해

서 패션과 쇼핑에 관심이 많은 자신의 성향을 반영한 것으

로 해석된다 작품 속 꽃신은 굽이 높지 않은 디(Figure 7). 

자인도 있지만 굽이 높은 하이힐의 디자인이 자(Figure 56), 

주 등장하는데 실제로 시중에 판매하는 한복용(Figure 60), 

꽃신은 굽높이가 등으로 선택이 가능1cm, 3cm, 5cm, 7cm 

하게 판매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발등에 끈이 있는 메리제. 

인 스타일의 꽃신이 작품에 다수 등장하는데(maryjane) 

실제로 러비모 등 한복용 신발 브랜(Figure 62), (Lovimo) 

드에서 끈이 달린 메리제인 스타일의 디자인을 생산 판매하

고 있으나 판매빈도가 낮은 것으로 보이며 김현정 작가의 

취향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작품 대부분의 발 부분에 . 

대한 표현에서 꽃신을 신을 때 스타킹을 신었을 것으로 추

측되는 맨발로 표현되는데 종종 버선을 신은 모습이 나타나, 

며 버선의 소재는 투명한 시스루로 표현되고 있어 현실적이, 

기 보다는 전통적 버선이라는 아이템을 살짝 느끼게 해주고 

있다(Figure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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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V.�

현대 한국화의 트렌드를 반영하며 의 일부로 인식K-culture

되는 한국화가 김현정의 작품에 나타난 복식 디자인은 현대 , 

한국인의 한국 전통 복식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며 또한 세, 

계인의 한국 전통 복식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화의 전통을 이어가며 동시에 현대적 예술로서 자리매

김하는 작품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작가의 활동 방법에 

대한 고찰은 트렌드를 반영하는 한국 복식의 변화 방향에 , 

대해 다시 고민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김현정 작품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한국의 전통 회화 기법을 다양하게 적용하고 한국적 , 

소재인 한지를 사용하여 한국화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전통 한복과 장신구 신발을 소재로 등장시켜 한국 전통 복, 

식의 다양한 면을 보여준다 둘째 현대적 표현 기법을 복합. , 

적으로 사용하였으며 현대 사회의 대중적인 소재를 사용하, 

고 현실적인 생활을 반영한 팝아트적 표현을 보여준다 셋. 

째 와 유튜브 동영상을 활용하여 대중과 적극적으로 소, SNS

통하고 상업적 제품 출시와 광고 참여를 통하여 대중예술적 , 

특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김현정 작품에 표현된 한국 전통 복  

식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복의 형태는 길이가 짧고 . , 

몸에 꼭 맞으며 소매의 폭이 좁은 저고리에 폭이 넓은 긴 

치마로 일정하게 표현되었으나 소재의 표현에서 다양성을 , 

보여주었다 치마는 수묵담채로 반투명하게 표현하여 내숭이. 

라는 주제를 보여주고 있으며 저고리는 다양한 문양과 색상, 

의 반투명한 얇은 한지를 콜라주 기법으로 표현하여 전통과 

현대의 특성을 함께 보여주며 한복의 소재를 사실적으로 표, 

현하기 보다는 내숭 이라는 작품의 주제를 표현하기 위한 ‘ ’

도구로서 이용하고 있다 둘째 한국 전통 장신구 디자인의 . ,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전통적 꽃신을 현대적인 높은 굽, 

의 화려한 디자인으로 표현하여 작가의 패션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현대 한국화의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한국 전통 복식에 대한 현대인의 시각, 

을 재조명하며 한국 전통 복식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 

대중에게 확산될 수 있는 새로운 경로를 파악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지속적으로 새로운 작품을 발표하고 있는 젊. 

은 김현정 작가의 자화상이 세월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

화하여 나타날지 또한 이후의 작품에는 한국 복식의 표현이 , 

어떻게 변화하여 나타날 지 기대된다 한국 전통 복식의 활. 

용이 예술 작품 속에서 다양한 형태와 의미를 가지고 이루

어지고 있는데 이들 속에 나타난 한국 전통 복식에 대한 , 

변화하는 이미지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 한복의 전통문화, 

가 세계의 예술 속에 폭 넓고 깊이 있게 자리매김하기를 바

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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