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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yshyvanka, the embroidered folk costume shirt of Ukraine, originated during the early 

reign of the Slavs, and currently, it is also called Ukrainian embroidery. In cases of 

Vyshyvanka embroidery expressed in apparel elements, it is necessary to research  

formative characteristics for expanding the visual aspect through the diversification of 

techniques, but also the aspect of the psychological meaning to Ukrainians. This study aims 

to consider Vyshyvanka as a unique embroidery technique, and also analyze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expressed in apparel elements. The study of Vyshyvanka embroidery 

expressed in apparel elements can present meaning to understanding the Ukrainian fashion. 

The image materials for the analysis of Vyshyvanka design, included work photos 

contained in literary materials and foreign online visual materials. The results of formatively 

analyzing the Vyshyvanka embroidery expressed in apparel are as follows. First, the 

Vyshyvanka embroidery expressed in apparel elements held an incantatory meaning, 

protecting wearers from getting easily invaded by evil spirits. Second, the Vyshyvanka 

patterns utilized symbolism that implied the incantatory meaning. Third, a single color was 

used for the embroidery. Lastly, materials like cotton, that are easy to embroider, were 

mostly used.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Vyshyvanka embroidery expressed in apparel 

elements implied the community spirit, nature worship, and folk beliefs. As an attempt to 

understand the Ukrainian fashion,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e aspect of expanding, 

widely utilizing, and expanding the range of understanding of Ukrainian fashion. Therefore, 

there should be more active researches on Ukrainian fashion, so Vyshyvanka can be more 

widely used as a design 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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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VitaKin 
(출처:https://www.vogue.com/

article/ukrainian-traditional
-costumes-in-fashion)

<그림 2> Valentino 

Spring 2015 Couture
(출처:https://www.vogue.com/fash
ion-shows/spring-2015-couture/v
alentino/slideshow/collection#6)

<그림 3> Valentino 

Spring 2015 Couture
(출처:https://www.vogue.com/fash
ion-shows/spring-2015-couture/v
alentino/slideshow/collection#3)

<그림 4> Vyshyvanka day 
(출처:https://i.ytimg.com/vi

/MLeDTnbaZxw/maxresdefault.jpg)

Ⅰ. 연구목적

  슬로 라이프는 slow＋life가 합쳐진 일본의 신

조어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반대 현상

으로 최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빠

른 속도에 의해 많은 양으로 생산되는 기성 의류

보다는 정성을 들여 제작되는 수공예가 적용된 

의류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높아지는 경향

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하나

하나 정성이 들어간 수공예로 제작된 의류제품을 

구매하여 자신만의 개성을 표출하는 계기를 마련

하고 있다.  

  비쉬반카(Vyshyvanka, вишиван́ка)는 초기 슬라

브족 통치 시대에서 부터 유래되어 동유럽 우크

라이나의 민족(전통)의상에 자수를 놓은 셔츠를 

말하는데(위키디아, wikipedia) 현재에는 우크라

이나 자수라고도 불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민족의 오랜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5월의 셋째주 

목요일을 ‘비쉬반카의 날’로 지정하여 전통 의상

을 착용하게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디자이너 

브랜드 비타 킨(Vita Kin)은 비쉬반카를 현대 스

타일로 재해석해 비쉬반카 비타킨 스타일이라는 

자수 원피스로 인기를 얻고 있다(그림 1). 또한 

비쉬반카의 화려하고 다채로운 자수 문양들은 현

대 하이패션 디자이너들에게도 영감을 주고 있

다. 파리컬렉션Valentino Spring 2015 Couture에서 

비쉬반카 모티프가 활용되었다(그림 2), (그림 3). 

  의복구성요소에 표현된 비쉬반카 자수는 기법

의 다양화라는 시각적 영역의 확대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인의 정신적 의미의 확장이라는 측면

에서의 조형 특성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지금까지 동유럽 우크라이나 패션에 대한 선행

연구로는 20세기 이전 시대에 대한 ‘우크라이나 민

족 복식의 조형성’ 연구(최수빈, 조우현, 2004), 우

크라이나의 문화상징: 자수와 루슈니키(Rushnyky, 

의례용 손수건)(홍석우, 2017)에 대한 연구가 있을 

뿐 우크라이나의 패션을 다룬 연구는 미비한 실정

이다. 따라서 그들만의 독특한 자수 기법이 표현된 

비쉬반카에 대해 고찰하고 의복구성요소에 표현된 

조형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의복구성요소에 표

현된 비쉬반카 자수 연구는 우크라이나 패션을 이

해하는 새로운 계기와 의미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독창적인 영감을 활용하여 패션 디자인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데에도 연구의 의의가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용어정의

  비쉬반카(Vyshyvanka, вишиван́ка)는 우크라이

나 민족(전통)의상이다. 우크라이나 문화에서 인

간의 몸은 중요한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홍석우, 2017). 우크라이나 특성상 우크라이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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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비쉬반카의 구조
(출처::https://2kolyory.com/en/vyshyvanka-is-the-nation-s-code/)

서 지정한 국경일인 에는 전통복인 비쉬반카를 

입는 관습이 있는데 현대에 와서까지도 국경일로 

지정된 ‘비쉬반카의 날’ <그림 4>이 아닌 날에도, 

우크라이나에서는 졸업식, 입학식, 명절 등과 같

은 특별한 날 또는 일상복으로 비쉬반카를 즐겨 

입는다. 또한 ‘비쉬반카 자수’는 우크라이나 지역

별로 문양의 차이를 보이며 각 지역 마다 고유의 

문양을 가지고 있으며 종류도 다양하다. 비쉬반

카 자수를 통해 각 지역마다의 다양한 모티프와 

색상들을 활용해 지역의 고유한 특성들을 주로 

셔츠 위에 표현한다. 

2. 비쉬반카의 형성배경

  우크라이나(Ukraine, Україна)는 유럽동부와 러

시아연방과의 특정 경계선을 중심으로 인접한 나라

로 1917년,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으로 지칭되어 출발하였다. 키예프(Kiev, Киї

в)가 수도이고 우크라이나어와 러시아어를 사용하

며, 인구의 절반(주로 동남부 지역)은 러시아어 사

용자이다. 국토 면적이 유럽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큰 국가로, 독일과 영국을 합친 것보다 큰 영토를 

가지고 있으며(홍석우, 2008) 우리나라의 6배에 달

한다. 인구는 2012년 기준 약 44백만 명에 달하며, 

유럽에서 러시아,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다

음으로 많다. 1922년 12월 구소비에트 사회주의 공

화국연방의 창립 회원국이 되었고, 1991년 구소비

에트 사회주의 연방의 해체에 따라 독립 국가가 되

었다(두산백과). 유럽의 민속 복식은 불과 18세기 

중반에서 19세기에 걸쳐 만들어진 모습이지만  몇

가지 특정 요소들은 그 기원을 선사시대까지 거슬

러 올라가 찾아볼 수 있다(Patricia Rieff Anawalt, 

2009). 유럽 민속 복식 중에서도 우크라이나는 동

슬라브 국가 중에서 가장 오랜 문화적 전통을 가지

고 있다(최수빈, 조우현, 2004). 탄생에서부터 죽음

에 이르기까지 비쉬반카의 자수는 우크라이나인들

의 삶의 일부가 되고 신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역활을 해 왔다(홍석우, 2017).  

  중세유럽의 농민 의복은 일정한 체계가 없는 

재단과 무채색의 색감 등 단순한 형태 로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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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삶은 가정이 중심이었고 다소 격리된 편이어

서 공동체의 문화적 전통의 각도에서 유럽 민속 

복식의 전통은 특히 중요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졌

다(Patricia Rieff Anawalt, 2009). 

3. 비쉬반카의 의복 형태

  우크라이나 민속의상은 서유럽 쪽이 동유럽에 

비해서 훨씬 도시형에 가까운 모습으로 발달 된 것

을 알 수 있는데, 서유럽 의상의 세심한 재단과는 

달리, 동유럽 의상의 재단은 단순했으며, 세부 장식

이 극도로 면밀하게 이루어져 있다(조은경, 1992).

  비쉬반카의 의복구성은 현대의 블라우스의 형

태를 띄우고 있다. 비쉬반카 구조는 몸판  

(Bodice), 목둘레(Neck line), 몸판 앞여밈 부분

(Closing of the front), 소매(Sleeve), 소매부리

(Cuffs)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표 1). 구조는 앞 몸

판에 이어져 네크라인과 분리된 칼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길이는 보통 허리선에서 엉덩이 길이까

지 내려온다. 앞중심에 절개되어 있어 다양한 방

법으로 여밈을 열고 닫는다.

  비쉬반카의 의복구성요소에 놓아진 자수는 악

(惡)한 영(靈)들이 쉽게 침투할 수 없도록 착용자

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주술적 의미로 

사용되었다(Patricia Rieff Anawalt, 2009). 특히 악

한 영이 들어오기 쉽다고 믿는 목둘레, 몸판 앞여

밈 부분, 밑단, 소매, 손목둘레, 어깨 등 에 자수

를 놓아 표현하였다(그림 5). 제일 자수를 많이 

수 놓은 곳은 의복의 목둘레와 앞여밈 부분이었

다. 이는 주술적인 의미로 비쉬반카의 앞여밈 부

분이 외부와의 접촉 면적이 넓었기 때문으로 사

료된다.

Ⅲ. 연구방법 및 범위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비쉬반카 자수는 토속신

앙과 같은 종교적 의미를 지니며, 자수 문양 및 

실 색채에 따라 각 상징과 신성한 의미가 있었으

며, 착용자의 운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Patricia Rieff Anawalt, 2009). 이에 본 연

구에서는 비쉬반카 자수를 대상으로 한정하여 연

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비쉬반카에 관한 문헌

자료를 통해 비쉬반카와 비쉬반카의 자수에 대하

여 고찰하고자 한다. 비쉬반카 자수 디자인 분석

을 위한 이미지 자료는 문헌자료에 기록된 작품

사진과 국내외 인터넷 시각자료 등을 대상으로 진

행하고자 한다. 또한 구글(www.google.com), 핀터

레스트(www.pinterest.co.kr)에서 국외인 우크라이

나, 일본어, 영어 지역으로 한정지어 ‘Вишиванка, 

Vyshyvanka, ヴィシヴァンカ’ 단어를 검색하여 수

집하고자 한다. 우크라이나는 해당 지역이어서 자

료가 많지만 우크라이나로 번역하는데 한계가 있

다. 우리나라 번역기를 사용하면 문장 해석이 어색

하고 번역 오류가 발생하여 영어와 일본어로 검색, 

더 정확한 번역을 하기 위함으로 활용되었다. 

  이미지 60점을 수집하여 비쉬반카 자수가 놓

여진 의복 구성 요소들(네크라인 & 칼라, 몸판 

앞여밈부분, 소매, 커프스, 어깨)로 분류하고, 의

복구성 요소에 나타난 자수를 문양(Pattern), 색채

(Color), 소재(Materials) 등으로 나눠 조형적 특성

을 분석하고자 한다. 

Ⅳ. 연구결과

1. 분석

1) 실루엣 및 형태

  비쉬반카에 나타난 디자인 특성은 사다리꼴의 

직선적 실루엣을 들 수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비잔틴의 튜닉에서 영향을 받아 T자 형의 튜닉 

셔츠형을 이룬 것을 알 수 있다.  

  T자 형의 튜닉 셔츠형 실루엣은 우크라이나 농

민들이 착용하기에 용이한 형태로 몸에 타이트하

게 맞게 재단 된 것이 아니라, 넉넉한 직선적인 

실루엣을 이루고 있으며, 사다리꼴 형태(Trapexe)

로 되어 있다. 이 사다리꼴의 형태를 추구하는 이

유는 농촌 생활양식에서 나타나는 개방적이지 못

한 보수주의 경향 때문인 것으로(조은경, 1992) 

보여 진다. 넉넉한 의복의 형태로 성별이나 어린

아이에서 노인까지의 연령에 구분 없이 남녀노소 

착용할 수 있어 단 하나의 단일화되는 민족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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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비쉬반카의 의복구성요소에 따른 특징

의복구성요소 비쉬반카 이미지 특징

네크라인

&

칼라

칼라없음

셔츠칼라

스탠칼라<그림 6> 
(출처: Свйонтек І. (2016). 
Гуцульські вишивки Карпат. 
Українська:"Апріорі" Львів

p.179)

<그림 7> 
(출처: Свйонтек І.(2016)

Гуцульські вишивки 
Карпат. Українська:

"Апріорі" Львів p.130)

<그림 8>
(출처: Свйонтек І.(2016).

Гуцульські вишивки 
Карпат. Українська:

"Апріорі" Львів. p.120) 

몸판 앞여밈 

부분

지퍼여밈

단추여밈
<그림 9>

(출처: Свйонтек І.(2016).
Гуцульські вишивки 
Карпат. Українська:

"Апріорі" Львів. p.40)

<그림 10> 
(출처: Свйонтек І.(2016).

Гуцульські вишивки 
Карпат. Українська:

"Апріорі" Львів. p.60)

<그림 11> 
(출처: Свйонтек І.(2016).

Гуцульські вишивки 
Карпат. Українська:

"Апріорі" Львів. p.100)

소매
셋인슬리브

라글란

<그림 12> 
(출처: https://i.pinimg.com/

originals/e5/5c/b1/e55cb1e1f8b

7fd5fb8a5f35151462a06.jpg)

<그림 13>
(출처: https://etnoxata.com

ua/statti/vishivanki-istorija-
i-suchasnist/volinska-vishiv

anka/)

<그림 14> 
(출처: https://www.pintere
st.co.kr/pin/7992482651

30828439/)

커프스

바이어스 

여밈

주름<그림 15> 
(출처: Свйонтек І.(2016).

Гуцульські вишивки 
Карпат. Українська:

"Апріорі" Львів. p.100)

<그림 16> 
(출처: https://www.pin
terest.co.kr/pin/438397

96363958703/)

<그림 17> 
(출처: Свйонтек І.(2016).

Гуцульські вишивки 
Карпат. Українська:

"Апріорі" Львів. p.120)

어깨
스모킹

(Smoking)<그림 18> 
(출처: http://vlasno.info/pol

itika/vlada/mistseva/item/3599
4-maizhe-100-tysiach-hryv

en-vinnychany-za) 

<그림 19> 
(출처: Ukrainian 

Embroidery Patterns 

Vyshyvanka Book) 

<그림 20> 
(출처:https://www.buro247.u
a/fashion/vyshyvanka-day-in

teresting-fact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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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 단합의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우크라이나의 비쉬반카는 겨드랑이에서 소매까

지 재봉선을 따라 독특한 문양들의 자수가 수놓

아져 있는데 이는 수공예의 발달에 기인한 것이

다. 전통적인 가내 무역으로서 방적과 직조가 발

달했을 뿐 아니라 목판 염색이나 자수 등이 여성

의 기본적인 수공예로 여겨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조은경, 1992).

  <표 2> 비쉬반카의 의복구성 요소에 따른 특징

을 살펴보면 네크라인 & 칼라에서는 <그림 6>과 

같이 스퀘어라인의 네크라인에 칼라가 달리지 않

은 형태와 <그림 7>의 라운드 네크라인의 플랫칼

라가 달린 형태, <그림 8>처럼 라운드 네크라인

의 스탠 칼라가 달린 형태로 나타났다. 넓은 칼

라 전체면적에 자수를 활용하거나 장식적으로 부

분으로 자수를 넣기도 한다. 의복 몸판의 앞여밈 

부분에는 <그림 9>와 같이 앞여밈을 트리밍 장식

으로 하고 오픈 스타일의 리본 끈 장식 부자재를 

활용해 여밈을 사용하며 자수가 장식되어진 면이 

마치 사각형의 도형의 장식적인 느낌을 부여하기

도 한다. <그림 10>과 같이 지퍼 부자재를 활용

해 여밈 처리를 하고 <그림 11>처럼 단추 부자재

를 달아 입고 벗을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소

매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살펴보면 셋 인 슬리

브의 형태<그림 12>와 라글란의 형태의 소매가 

달린 것이 특징이다(그림 13). 비쉬반카 자수가 

면적으로도 형태로 인식이 되어 소매가 다양해 

보이는 느낌을 주었다(그림 14). 소매의 위치 어

느 부분에 자수가 놓이는지, 어떠한 문양으로 수

놓아지는 지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주며 비쉬반

카의 느낌이 각양각색으로 나타났다. 장식형 커

프스 <그림 15>와 같이 커프스 면적 전체를 자수

로 가득 채우고 커프스 밑단에 리본 장식을 하거

나 <그림 16>처럼 주름장식을 주거나 문양의 여

백을 남겨서 바탕천과의 색상대비를 주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그림 17>의 커프스를 보면 자수를 

활용해 식물문양과 기하학문양을 곡선과 직선으

로 혼합하여 수놓아 면적이 도형으로 인식되어 

기하학 형태를 띄우기도 했다. 커프스의 의복 패

턴 자체에 다양한 변화를 주어 소매 밑단에 달리

기도 하지만 커프스에 수놓아지는 자수의 문양을 

무궁무진하게 변화 가능하여 다양한 느낌으로 장

식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그림 18>을 보면 어

깨에 스모킹 장식을 주어 활동성의 편안함과 동

시에 장식적인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고 스모킹의 

여유분량이 끝나는 지점에 자수를 수놓아 유연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또한 스모킹을 잡고 그 위

에 자수 장식을 겹쳐서 수놓아 입체적인 느낌을 

부여하고 한 폭의 그림처럼 보이게 시각적인 즐

거움을 주기도 한다(그림 19). 문양과 색채에 따

라 다양한 느낌을 나타내는 비쉬반카는 <그림 

20>처럼 소매 상단 부분에 수놓고 절개한 뒤 절

개 중심선에 스모킹을 주어 합봉 한 뒤 자수 뿐 

만 이 아니라 다양한 기법들을 활용하여 비쉬반

카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그림 21), (그림 

22), (그림 23). 

2) 문양

  비쉬반카 자수 문양은 의복의 다양한 위치에 

새겨졌는데, 의복의 목둘레, 밑단, 소매, 손목둘

레, 어깨, 단추 구멍 테두리 등 다양한 곳에 자수

가 새겨졌다. 또한 몸판 앞부분, 어깨와 소매, 성

기부분, 심장부위, 뒤 등판처럼 상대적으로 취약

한 신체 부위에 더 많은 자수가 수놓아졌다

(Patricia Rieff Anawalt, 2009). 이처럼 주술적인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슬라브 미신에 따르면 비

쉬반카에 그려진 문양은 악한 영들이 쉽게 침투

할 수 없도록 착용자를 위험과 해학으로부터 보

호해 준다는 주술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자연에

서 모티브를 얻은 자연문양 중 꽃과 식물문양, 동

식물 문양, 기하학적인 문양 들을 사용해 우크라

이나의 미적 감각을 표현하고 있다. 문양으로 다

이아몬드, 동그라미, 십자가, 선, 지그재그 등의 

기하학 문양이 빈번히 사용되었다. 또한 식물, 동

물문양은 힘으로 여겼으며, 태양과 물은 아이를 

지켜준다는 주술적인 의미로 어린아이들 옷에 많

이 사용되었다. 또한 문자기호인 키릴문자(러시아

어: Кириллица, 키릴리차, Cyrillic alphabet)를 활

용하여 이름, 태어난 년도, 태어난 곳 등의 개인 

정보를 자수로 놓아 입는다. 이 문양들은 하나의 

기호표시로 동일한 문양 없이 개개인만의 개성이 

담긴 고유한 문양을 자수로 수놓아 입는다. 

  비쉬반카의 문양의 특성과 의미는 다음과 같

다(표 2). 나무와 식물의 모티프는 자연의 아름

다움과 생명의 탄생을 상징하였으며 특히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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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비쉬반카의 문양의 특성과 의미

구분 문양 이미지 특성과 의미

자연물

나무

(식물장식)

자연의 아름다움을 상징

생명의 탄생을 상징, 

오크나무 

(남성의 힘을 상징, 비옥함)(출처:https://images.app.goo.gl/7onnZDw6rA5cgESGA)

채소, 과일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과 생기를 상징 

포도, 페리윙클
(출처:https://www.pinterest.co.kr/pin/29836416264992170/)

꽃

빨간양귀비

번영, 낙원의 삶

빨간양귀비 문양-전쟁 귀환 

기원(출처:https://naurok.com.ua/prezentaciya-vidi-ornamentiv-ta-
simvolika-ukra-nsko-vishivki-25067.html)

말 승리
(출처:https://www.livemaster.ru/topic/1709759-traditsionnye-
ornamenty-iz-starinnogo-sbornika-uzorov-dlya-vyshivaniya-kr

estom)

새 자유

(출처:https://bykvu.com/ua/bukvy/sogodni-ukrainci-svjatkujut
-den-vishivanki/)

인공

달, 태양, 

그리고 별

우주의 신비로움

(태양 활기찬 생명을 상징) (출처:https://bykvu.com/ua/bukvy/sogodni-ukrainci-svjatkujut
-den-vishivanki/)

십자가와 

어금꺾쇠 

십자표시가  

있는 그림

태양의 움직임

악령으로부터의 보호를 의미 
(출처:https://naurok.com.ua/prezentaciya-vidi-ornamentiv-ta-

simvolika-ukra-nsko-vishivki-25067.html)

다이아몬드 점

비옥함과 남성의 힘을 상징

청색실로 수놓아 만든 문양은 

공기와 천국의 요소 (출처:https://i.pinimg.com/originals/36/f4/2f/36f42f27d7bd3b3
3d580452867ed90ea.jpg)

사용되는 꽃과 식물의 모티프에는 양귀비, 장미, 

루타(rue), 흡(hop), 칼리나(kalyna)와 크렌베리

(cranberry)와 같은 열매 등을 들 수 있는데(홍석

우, 2017), 꽃은 번영, 낙원의 삶을 상징하고 <그

림 24>의 빨간 양귀비 문양은 전쟁 귀환 기원의 

뜻을 담고 있다. 그리고 새는 자유를 상징하며, 

동물의 모티프 중 말은 승리를 뜻한다, 채소나 

과일 문양은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과 생기를 

상징하며 포도, 페리윙클 문양을 많이 사용했다.

  인공 문양으로는 다이아몬드, 점, 십자가, 선, 

지그재그 등의 기하학 문양이 사용되었으며 <그

림 25>, 가장 유명한 문양으로는 트리폴리시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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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비쉬반카의 색의 상징

구분 색 상징적 특징

색

검정색 죽은 사람을 추모할 때 착용.

녹색 식물장식을 생명을 표현하는데 사용

백색 젊은 여성들이 선호. 악령을 쫓는 여성의 아름다움을 상징

빨간색 생명, 에너지, 사랑

노란색 태양을 상징, 풍족함, 부귀, 생명을 상징

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사 용되고 있는 ‘Doodle’과

‘bezkonechnyk’라는 문양이다.

  <그림 26>의 십자가와 어금꺾쇠 십자표시가 있

는 그림은 태양의 움직임과 악령으로 부터의 보

호를 의미한다. 다이아몬드와 점은 비옥함과 남

성의 힘을 상징하고 청색실로 수놓아 만든 문양

은 공기와 천국의 요소를 나타낸다. 또한 태양과 

물에 관한 문양들은 아이들의 옷에 많이 수를 놓

았는데 그 이유는 태양과 물이 아이를 지켜준다

는 주술적인 의미로 옷에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3) 색채

  세계자수의 귄위자인 쉴라패인(Sheila Paine)은 

빨간색, 하얀색, 검정색, 이 세가지  컬러가 인간

이 인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색채이며(Patricia 

Rieff Anawalt, 2009), 민속의상에 있어 자수 색채는 

빨간색이 상징적으로 많이 도드라지게 사용되었다.

  색채는 지역의 다양한 모티프와 색상들을 사용

해 지역의 고유한 특성들을 주로 셔츠 위에 표현

하였다. 비쉬반카의 옷깃 소매 밑단 등에 색채의 

화려함이 장식적인 요소로 활용되었다. 

  <표 3>의 비쉬반카의 색의 상징을 살펴보면 검정

색은 죽은 사람을 추모할 때 착용하고 빨간색은 생

명과 에너지, 사랑에 대한 의미가 담겨있다. 녹색은 

식물 장식을 표현하고 생명을 표현하는데 사용하였

다. 백색은 젊은 여성들이 가장 많이 선호 하였으며 

악령을 쫓는 여성의 아름다움을 상징한다고 생각했

다. 노란색은 태양을 상징하고 풍족함과 부귀영화

와 생명을 상징하여 사용했다.

  비쉬반카 소재의 흰 바탕에 빨간색 단색으로 수

놓아 단조로운 것에서 부터 녹색, 검정색, 백색의 

색실로 수놓은 다채로운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했

다. 비쉬반카에 사용된 자수 색채는 원색적이고 화

려하며 채도가 높은 단일색상이 사용되어 나타났는

데 그중에서도 선명한 빨간색을 주로 사용하였다

(그림 27). 이는 채도가 높은 자수 실 색상을 사용해 

바탕 소재와의 색채대비를 통해서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도 하였다. 또한 <그림 28>와 같이 검정색만

을 사용하여 수를 놓거나 <그림 29>처럼 우크라이

나 자수의 가장 일반적인 색상이었던 빨간색과 검

은색을 사용하여 명도대비를 통해 수놓아진 색채의 

면적에 의해 빨간색이나 검정색을 더 도드라져 보

이게 하여 문양을 강조하기도 했다. 여러 가지 색을 

혼용하여 원색대비를 활용하여 대담한 색상 조합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4) 소재

  소재는 항상 생활사의 중요한 역활을 담당해왔다

(Patricia Rieff Anawalt, 2009). 우크라이나인들은 의

복에서 쓰이는 옷감들을 주로 집에서 직접 직조하

여 사용했다. 비쉬반카의 소재를 보면 농업과 목축, 

전통적인 가내 무역으로서 방적과 직조가 발달해 

대부분 수직물, <그림 30>처럼 집에서 짠 린넨

(Home woven linen), <그림 31>의 면( Home 

woven cotten)이 많이 사용되었다(조은경, 1992). 

면, 린넨, 울, 양모, 실크 등의 천연섬유가 주를 이

룬다. 비쉬반카의 수공예적인 사용은 우크라이나인

들의 감수성을 그대로 의복을 통해 민속예술로써 

표현하고 있다(조은경, 1992).

  비쉬반카는 평평한 표면과 바탕 옷감과의 재질

감의 차이를 최소화하여 생동감을 주었다(그림 

32). 문양을 가득 채운 비쉬반카는 높은 완성도를 

보이며 기계적인 느낌과 공예적 느낌을 주는 것

이 특징이다.

2. 비쉬반카의 조형적 특성

  이러한 분석과정을 거쳐 도출된 의복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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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비쉬반카 디자인 분석

조형

요소
디자인 사례 분석 조형성

실루엣

직선적 

실루엣

트라페즈

박스형

공동체정신 

민족공동체

의식

<그림 21> 
(출처:https://vsviti.com.ua/ukraine/

43776)

<그림 22>
(출처:https://commons.wikimedia.or
g/wiki/File:Vyshyvankas_roundelay.jp

g)

<그림 23>
(출처:https://vsviti.com.ua/ukraine

/43776)

문양

양귀비

다이아몬드

기하학

주술적 상징

자연숭배
<그림 24>

(출처:https://naurok.com.ua/prezen
taciya-vidi-ornamentiv-ta-simvolik
a-ukra-nsko-vishivki-25067.html)

<그림 25>
(출처:https://naurok.com.ua/prezen
taciya-vidi-ornamentiv-ta-simvolik
a-ukra-nsko-vishivki-25067.html)

<그림 26>
(출처:https://naurok.com.ua/preze
ntaciya-vidi-ornamentiv-ta-simvoli
ka-ukra-nsko-vishivki-25067.html)

색채

원색대비 

선호

색채의 

화려함

주술적 상징

자연숭배
<그림 27>

(출처:https://three-snails.com/blog
/post/amazing-ukrainian-vyshyvan
ka-white-embroidery-ancient-thre

ad-colouring-tradition)

<그림 28>
(출처:https://tvoemisto.tv/news/vi
d_luganska_do_lvova_osoblyvosti_vy
shyvanok_kozhnogo_regionu_foto_73

773.html)

<그림 29>
(출처:https://amazing-ukraine.co
m/en/legend-of-the-vyshyvanka
-traditional-ukrainian-embroidere

d-shirt/)

소재

직조 또는 

수 놓은 

린넨, 면

자수장식

활용

자연숭배

공동체정신<그림 30>
(출처::https://amazing-ukraine.com
/en/legend-of-the-vyshyvanka-tra
ditional-ukrainian-embroidered-shir

t/)

<그림 31>
(출처:https://www.pinterest.co.krpi

n149533650119018250)

<그림 32>
(출처:https://www.pinterest.co.kr

pin270778996335873198)

에 표현된 비쉬반카 자수의 조형적 특성은 공동

체 정신, 자연숭배, 민속 신앙 상징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공동체 정신

  먼저, 공동체 정신은 비쉬반카를 착장하는 것

으로 우크라이나인의 민족 공동체임을 각인시키

며, 다른 측면으로는 타국인의 관심을 유발하여 

우크라이나인의 패션을 알리는 데 공헌하고 있

다. 비쉬반카를 통해 자주적인 우크라이나의 역

사와 전통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전통문화의 

계승과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며, 우크라이나인의 

조국사랑, 민족사랑, 공동체정신을 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생활로 인한 편안한 의상을 선호

하여 사다리꼴의 형태의 실루엣을 추구하는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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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공동체정신이 나타났으며 남녀노소 착용 가능

하여 단일화된 민족정신이 드러나기도 했다.

  비쉬반카의 문양과 색채에도 우크라이나의 전

통적으로 내려오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데 이 또한 마을 공동체 정신을 구현하였다. 또한 

소재를 가내수공업으로 제작하며 천연소재 위에 

한 땀 한 땀 자수로 수놓아 공동체의 엄청난 공예

정신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2) 자연숭배

  흰 바탕천에 빨간색 단 색으로 수놓아 생명, 에

너지를 상징하며, 노란색은 태양, 생명을 상징하

여 자연에 대한 경건함과 숭배를 나타냈다. 비쉬

반카의 소재를 보면 농업과 목축, 전통적인 가내 

무역으로서 방적과 직조가 발달해 대부분 수직물, 

집에서 짠 린넨 면, 울, 양모, 실크 등의 천연섬유 

사용해 비쉬반카의 수공예적인 사용은 우크라이

나인들의 감수성을 그대로 의복을 통해 민속예술

로써 표현하고 있다(조은경, 1992).

  자연에서 모티브를 얻는 자연문양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우크라이나 민속

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었다. 나무, 식물 문양을 

수놓음으로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생명

을 중시하며 자연 그대로 내제되어 있는 아름다

움을 통해 우크라이나인들의 자연을 숭배하는 마

음이 비쉬반카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3) 주술적 상징

  비쉬반카를 착용함으로써 악(惡)한 영(靈)들로

부터 착용자를 보호해 준다는 주술적 의미가 담

겨있음을 알 수 있었다. 비쉬반카 문양에서는 주

술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상징성으로 활용되었

고 자연 문양을 사용하여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

움과 생기를 표현하여 생명의 탄생, 번영 등을 표

현했다. 민속 신앙 측면에서는 주로 색채를 활용

해 주술적 의미를 표현하였는데 특히 백색은 악

령을 쫓는 의미로 젊은 여성들이 선호하였다. 비

쉬반카의 문양의 이름을 나타내는 문양에서 사람

이 어떤 견해, 신념이나 삶의 규칙 의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영혼에는 각자 영혼마다의 신성한 

것들이 있으며 실제로 이 영혼을 존재의 의미로

서 자수를 수놓는다. 우크라이나인의 영혼을 위

한 다양한 문양들이 뜻하는 일종의 부적, 건강, 

번영 및 아름다움, 행복한 운명과 가족 기억, 사

랑과 축제의 상징 인 수를 놓아 상징적으로 그들

의 바램을 담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Ⅴ. 연구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의복구성 요소에 표현된 비쉬반카 

자수를 조형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쉬반카의 의복구성요소에 놓아진 자수

는 악(惡)한 영(靈)들이 쉽게 침투할 수 없도록 착

용자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주술적 의미

로 사용되었다. 특히 악한 영이 들어오기 쉽다고 

믿는 목둘레, 몸판 앞여밈 부분, 밑단, 소매, 손목

둘레, 어깨 등 에 자수를 놓아 표현하였다. 제일 

자수를 많이 놓은 곳은 의복의 목둘레와 앞여밈 

부분이었다. 주술적인 의미의 셔츠 앞여밈 부분

이 외부와의 접촉 면적이 넓었기 때문이다.

  둘째, 비쉬반카 문양은 주술적 의미를 내포하

고 있는 상징성으로 활용되었다. 문양으로 다이

아몬드, 동그라미, 십자가, 선, 지그재그 등의 기

하학 문양이 빈번히 사용되었다. 또한 식물, 동물 

문양은 힘으로 여겼으며, 태양과 물은 아이를 지

켜준다는 주술적인 의미로 어린아이들 옷에 많이 

사용되었다. 또한 문자 기호인 키릴문자(러시아

어: Кириллица, 키릴리차, Cyrillic alphabet)를 활

용하여 이름, 태어난 년도, 태어난 곳 등의 개인 

정보를 자수로 놓아 입는다. 이 문양들은 하나의 

기호 표시로 동일한 문양 없이 개개인만의 개성

이 담긴 고유한 문양을 자수로 놓아 입는다. 

  셋째, 색채는 지역의 다양한 모티프와 색상들

을 사용해 지역의 고유한 특성들을 주로 셔츠 위

에 표현하였다. 자수 색채는 단일컬러로 사용되

어 나타났다. 특히 채도가 높은 자수 실 색상을 

사용해 바탕 소재와의 색채대비를 통해서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소재는 자

수를 놓기 좋은 면이나 마 등의 천연소재를 주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과정을 거

쳐 도출된 의복구성요소에 표현된 비쉬반카 자수

의 조형적 특성은 공동체 정신, 자연숭배, 민속 

신앙 상징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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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공동체 정신은 비쉬반카를 착장하는 것

으로 민족 공동체임을 각인시키며, 다른 측면으로

는 타국인의 관심을 유발하여 우크라이나인의 패

션을 알리는 데 공헌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자연

숭배에 있어서 자연 문양을 사용하여 자연 그대

로의 아름다움과 생기를 표현하여 생명의 탄생, 

번영 등을 표현했다. 마지막으로 민속 신앙 측면

에서는 주로 색채를 활용해 주술적 의미를 표현

하였는데 특히 백색은 악령을 쫓는 의미로 젊은 

여성들이 선호하였다.

  이 연구는 우크라이나 패션을 이해하기 위해 

시도되었으며 나아가 우크라이나의 패션에 대한 

이해의 범위를 확장하고 널리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패션에 

관한 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 비쉬반카가 

디자인 요소로 널리 사용될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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