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문〕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Vol. 36, No. 5 (2012) p.473~488

http://dx.doi.org/10.5850/JKSCT.2012.36.5.473

동·서양 인형의 복식에 나타난 상징성

손지원·김민자*†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서울대학교 의류학과/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Symbolic Characteristics Presented in Eastern and Western Doll Costumes

Ji-won Son·Min-ja Kim*†

Dept. of Clothing &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t. of Clothing &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Institut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접수일(2010년 4월 15일), 수정일(1차 : 2011년 6월 30일, 완료일 : 2011년 12월 2일), 게재확정일(2012년 5월 2일)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origin of dolls as well as how the role and types of various dolls have changed

in a comparison of the functions of dolls before and after 20
th
 century.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s

symbolic characteristics appearing in doll costumes. First, doll costumes (used in child play) represent

sexual roles and various role models that are taught to children. Second, they reflect the fashion trends of

that time and appear in the most beautiful forms that pursue the ideals of the time where doll costumes

symbolize the latest fashion of the time. Third, the culture of doll costumes symbolizes cultural identity

that show native customs, art, culture, and ethnic characteristics. Lastly, a mania society for dolls and

collector groups are formed that share individual sensitivity. Members of those groups have feelings of

solidarity and homogeneity through doll costumes that they have decorated and expressed themselves that

show the reinforcement of a group by doll costu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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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인류는 지능이 발달함에 따라 창작의 능력을 획득하

였고, 이에 따라 회화나 조각을 통한 이미지를 만들어

그것에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창의력을 발휘하기 시

작했다. 3만 5천년 전부터는 인간의 형상을 조각으로

표현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이미지를 형상화하려는 욕구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Read, 1977/2004). 현대에 이

르러서도 인간은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

한 예술활동을 영위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인형

의 제작이다. 세계의 각 지역에서 나타난 인형은 고대

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사회적·문화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해 왔다. 주술적인

목적으로 탄생하였던 인형은 복식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고, 20세기 이후 대중화·상품화

되어 인간생활문화의 일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또

한 각 나라의 풍속과 의복, 인상 및 특징적인 표정을 담

고 있어 문화현상을 대변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대의 조각으로만 논의되어왔던 인

형의 발생 기원에 관하여 재조명하고, 과거에서부터 현

재에 이르기까지 인형의 종류와 역할이 어떻게 변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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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는지 정리한 후, 20세기 전후의 인형이 수행하는 기

능에 대하여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형의 복식에

나타난 상징성에 대하여 동·서양을 중심으로 분석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인형의 발달과 변천 과정을

시대별로 정리하고 20세기를 기준으로 하여 동양과 서

양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형은 어떠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대 사회의 모습을 어떠

한 방식으로 나타내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으며, 인간

에게 미치고 있는 영향력 또한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동·서양의 인형에 표현된 복식의 상징성을 고찰하기

위하여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하였다. 인형의 발

생 기원을 고찰하기 위하여 미술사와 예술사에 관련된

선행학술 논문과 전문 서적 등의 문헌자료를 살펴보고,

인형의 시대별 변천 과정과 다양한 인형의 종류를 살펴

보기 위해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인형에 관한 자료들을

국내외의 인형 관련 서적 및 선행학술 논문, 정기간행물

등의 문헌자료 통해 고찰하였다. 또한 사례연구로서 현

대에 나타난 인형의 기능과 인형복식의 상징성을 도출

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인터넷 자료와 기사, 사진, 전시

도록, 전시회 관람이나 시장조사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범위로는 먼저 인형의 기원과 기능을 고찰하

기 위하여 기원전 시대부터 이집트, 그리스·로마 지역

에서 나타난 인형과 고대와 중세, 근세와 근대에 이르기

까지 존재하던 다양한 인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20세

기 이후의 인형의 기능과 상징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인형산업이 발달한 영국·프랑스·독일·미국을 중심

으로 한 서양과 한국·일본·중국·이슬람 문화가 지배

적인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동양에서 2000년 이후

부터 현재까지 각 지역별 주요 완구업체의 온·오프라

인 매장이나 기념품점에서 유통되는 베스트셀러 인형

및 주요 인형협회나 동호회 등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

는 인형 총 433점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지칭하는 인형은 인체의 각 부위를 눈

으로 식별할 수 있는 조형물로서, 다양한 재료를 통해

복식이 표현되어있는 것만을 제한적으로 말한다. 인형

의 실물 크기는 인체와 동일하지 않고 성인 평균 신장

의 1/2 크기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한하였다.

II. 인형의 정의와 기원 및 변천

본 장에서는 인형의 기능과 상징성을 분석하기에 앞서

연구의 바탕이 되는 인형의 정의와 기원에 대하여 살펴

보고, 동·서양에 나타난 인형을 시대별로 정리하였다.

1. 인형의 정의

인형(人形)의 사전적 의미는 “흙·나무·종이·헝겊

이나 고무·셀룰로이드·비닐 등으로 만든 사람 형상

의 완구 또는 장식품”이다. ‘돌(Doll)’이라는 영어의 어

원은 그리스어로 우상(偶像)을 뜻하는 ‘에이돌론(Eido-

lon)’에서 유래한다는 주장과 변덕스러운 여자라는 의

미를 가진 ‘도로씨(Dorothy)’ 혹은 ‘돌리(Dolly)’에서 유

래한다는 두 가지 설이 있다고 한다. 라틴어로 작은 소

녀라는 뜻의 ‘파파(Pappa)’에서 파생된 말이 유럽에서 널

리 사용되어 1570년경까지는 영어권 지역에서 인형이라

는 말로 ‘퍼핏츠(Puppets)’나 ‘베이비즈(Babies)’를 사용

했으며(Lee, 1992) 그 이후에는 ‘모피츠(Moppets)’ 또는

‘커리어 더미즈(Courier Dummies)’라고 불렀고, 18세기

초 미국에서는 ‘리틀 레이디즈(Little Ladies)’나 ‘패션 베

이비즈(Fashion Babies)’라고 일컬어지다가 1750년부터

‘돌(Doll)’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Calasibetta,

2003/2006). 인형은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모방한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형태적으로는 인체의 형상을

나타내지만, 인체를 재현함으로써 인간의 사유세계나

종교적인 가치관, 이상향에의 추구, 주술적인 의미, 또

는 인간의 욕망과 자아를 대변하는 대상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2. 인형의 기원 

선행연구에 의하면, 인형의 기원은 대부분 서양에서

발견된 고대의 조각에서 출발한 것으로 논의되어왔다.

그러나 이미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과 중국에서도

기원전 시대부터 토우나 토용이라고 불리는 인형이 존

재하고 있었음은 극명한 역사적 사실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인형의 발생 기원으로 고대의 조각만을 논하는

것은 서구 중심적인 편협한 시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여겨지며, 정확한 인형의 기원은 서

양을 중심으로 나타난 고대의 조각뿐만 아니라 동양의

토우에서도 그 출발점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인형의 기원으로 고대의 조각

과 토우를 다음과 같이 고찰하여 인형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재정립하였다(Table 1).

1) 고대의 조각

인형의 기원은 예술이 분화되기 이전 인간의 형상을

표현한 인류 최초의 조각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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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체의 형상을 표현한 최초의 조각품으로 알려진

<Fig. 1>의 ‘슈바벤(Schwaben)의 비너스’는 2008년 독

일 남부 슈바벤 지방의 펠스(Fels) 동굴에서 발굴되었

는데, 3만 5천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며, 매머드 상아로

만들어진 6cm 길이의 조각상이다. 머리 부분이 없고

고리가 달려 있어서 그 용도가 장식품이나 목걸이로

짐작되며, 두꺼운 허리, 넓적한 허벅지, 크고 튀어나온

가슴을 가진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어 다산이나 풍작

을 기원하는 상징물로 여겨진다(“The oldest female”,

2009). <Fig. 2>의 ‘빌렌도르프(Willendorf)의 비너스’는

3만~2만 5천년 전의 석회석 소상으로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기 위한 부적으로 사용되었는데(Kim, 2005), 어

머니인 대지(大地)의 여신에 대한 재현으로서 생명의

원천이라는 의미로 탄생의 신비를 표현하고자 했다고

보기도 한다(Flynn, 1998/2000). <Fig. 3>의 후기 구석

기 시대의 ‘자라이스키(Zaraysk)의 비너스’는 신에게 제

사를 드리는 의례용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자연의 권위

를 숭배하고 신을 받드는 당시의 사회를 보여준다. 기

원전 3000년경부터 발견되는 고대 이집트의 조각에서

는 인체의 형상뿐만 아니라 복식도 표현되기 시작하였

다. 기원전 2620년경의 ‘라호텝(Rahotep)과 노프레트(No-

fret)’ 조각상은 석회암에 채색이 되어 있는 남녀의 좌

상으로, 매우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당시의 복

식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Thiele, 1996/2005). 또한

기원전 650~625년경에 크레타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

정되는 <Fig. 4>의 ‘옥세르(Auxerre)의 여인’은 여자 입

상으로 엄격하고 의식적인 신성의 상징이 잘 표현되어

있는데, 강렬하게 대비되는 색채와 기하학적 무늬로 채

색되어 있는 튜닉을 착용하고 꼿꼿하게 서 있는 모습

을 엿볼 수 있다. 옷을 입고 있거나 과다한 장식을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조각상에는 영혼 불멸 사상이 반영

되어 있어서 부동과 영원의 성격이 잘 나타나 있다.

Table 1. The origin of dolls

Origin Example

Ancient

sculptures

   

Fig. 1. Schwaben Venus.

From The oldest female 

statue ‘Schwaben Venus 

figurine’ was found-The age 

of the statue is estimated 

before 35,000. (2009).
http://www.munhwa.com

Fig. 2. Willendorf 

Venus.

From Strickland.

(2001). p. 15.

Fig. 3. Zaraysk Venus.

From Zaraysk Venus. (2008).

http://news.naver.com/main/

read.nhn?mode=LSD&mid=sec&sid

1=104&oid=105&aid=0000009965

Fig. 4. Lady Auxerre.

From Flynn.

(2000). p. 28.

Ancient

clay dolls

  

Fig. 5. Dolni Věstonice Venus. 
From Kim. (2005). p. 14.

Fig. 6. Gyeongju clay doll.

From Lee. (1993). p. 55.

Fig. 7. Gumryungchong clay doll.

From Lee. (1993).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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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대의 토우

인체의 형태를 표현한 조각 외에도 흙으로 빚어진

토우 역시 고대부터 존재하였던 인형의 기원으로 볼

수 있다. 고대의 토우는 장난감으로 만들어진 것과 주

술적인 우상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 그리고 무덤에

넣기 위한 부장품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다(Yeom, 1996). 주로 주술적인 의미로 신에

대한 희생물이거나 어떠한 것을 기원하고 숭배하는 대

상으로서 사용된 토우가 대부분이며, 무덤에 넣기 위한

부장품 또는 무덤 속의 죽은 자에 대한 봉사자(奉仕者)

로 사용되기도 한다. 기원전 3만년~2만 5천년경 제작

된 <Fig. 5>의 ‘돌니 베스토니체(Dolni Vestonice)의 비

너스’는 체코에서 발견된 11cm 높이의 여인상으로 최

초의 토우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소형 여인상은 이탈리

아 북부에서 시베리아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서 출토되

고 있다(Thiele, 1996/2005). 유방이나 둔부를 과장하여

나타낸 여성이나 잉태한 어머니의 모습을 표현한 토우

는 풍요를 비는 대지의 모신, 또는 여신으로 숭배의 대

상이 되며 여성의 다산을 상징하였다(Lee, 1976). 중국

에서는 기원전 5,000~2,200년경 앙소문화(仰韶文化)시

대 이후의 토우가 나타나며, 주로 부장품의 용도로서

기원 전 2세기경의 전국시대 말엽부터 기원 후 3세기

까지의 한대(漢代)에 이르면서 크게 발달하였고, 다양

하고 풍부한 주제로 감정이나 생활상을 실감나게 표현

하였다(Lee, 1993). 일본에서는 약 1만~2천년 전의 조

몬(繩文)시대 중기 이후에 토우의 출토가 두드러지기

시작하였으며, 인간의 몸에 닥치는 병이나 재앙을 토우

에 전가시키는 주술의 용도로 사용되었다(Lee, 1993).

한국의 경우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신라에서 나타난

토우가 많은데, 대부분은 토기 항아리나 고배(苦杯) 등

의 용기 어깨나 목 또는 뚜껑에 장식으로 사용되었으

며, 인체의 과장된 표현이나 사실적인 성행위의 표현을

통해 풍요한 생산력을 기원했다. 또한 <Fig. 6>과 같이

무덤에 부장하기 위하여 제작되기도 했는데, 이들 중

출토지가 가장 분명하고 그 뛰어난 솜씨로 유명한 것

이 금령총의 기마 인물형 토기이다(Fig. 7)(Lee, 1993).

3. 동·서양 인형의 시대별 변천

고대의 조각과 토우에서 비롯된 인형은 민족의 생활

방식이나 사회구조의 변화를 반영하며, 인간의 가치관

과 사고방식, 문화적 사유세계를 표출하는 매개체로서

인류 사회의 역사와 그 흐름을 같이한다.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동·서양에 존재하였던 다양한 인

형에 관한 관련 서적 및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각 시대

마다 대표적으로 나타난 인형의 종류와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각 시대별 대표적 인형의 재료와 용도는

<Table 2>와 같다.

1) 고대(기원전 시대~4세기 말엽)의 인형

고대의 인형은 신으로서 숭배되거나 고대인들의 염원

을 담고 있으며, 때로는 일상의 모습을 묘사하여 부장품

으로 사용되고, 어린이들의 유희를 위한 것이기도 했다.

대부분 목제 인형이나 점토 인형의 형태로 나타난다.

인형으로 보이는 가장 오래된 출토품은 고대 이집트

의 무덤에서 발견된 것이다(Fig. 8). 인체의 형상이 평

평한 나무에 새겨져 있고 기하학적 무늬의 복식이 표

현되어 있으며 길게 표현된 머리카락은 점토나 나무로

된 구슬을 늘어뜨린 줄로 이루어져 있다. 고대에는 대

부분의 인형이 여신으로서 숭배의 대상이 되었으며,

부녀자의 애완물이 되기도 했다. 그리스·로마시대의

소녀들은 성년이 되어 혼기를 맞을 때 가지고 놀던 인

형을 여신에게 바쳤다고 한다. 또한 행복을 부르고 재

앙을 쫓아내는 종교적인 의미로 인형이 만들어졌는데,

로마에서는 조상을 본뜬 인형을 신성한 장소에 안치하

여 집을 지키는 신으로서 존경을 바쳤다. 이외에도 역

병이나 재화 등을 떠맡기기 위해, 또는 풍작을 기원하

기 위해 만든 인형이 세계 각지에 등장했다. 기원전 4~

3세기경의 타나그라(Tanagra) 인형<Fig. 9>은 무덤의

부장품 또는 신전 봉납품으로 사용되었으며 실내 장식

용이나 죽은 사람이 살아 있을 때 아끼던 기호품의 용

도로 사용된 것도 있다. 

인형은 종교적·주술적인 것뿐 아니라, 장난감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집트 제19왕조의 유아의 무덤에

서는 손이 움직이는 목제 인형이 발견되었고, 끈을 잡아

당기면 널빤지 위의 남자가 점토 덩어리를 앞뒤로 움직

여서 빵 반죽을 하도록 장치된 목각 인형도 있었다(Lee,

1992). 마야문명의 유적지인 멕시코의 하이나(Jaina)라

는 섬에서는 점토제의 인물상이 어린아이의 무덤에서

다량 출토되었으며, 그리스에서는 손과 발을 따로 만들

어 달아서 움직이도록 한 인형이 발견되기도 했다.

2) 중세(5세기~15세기 중엽)의 인형

중세에까지도 인형은 종교적·주술적 용도로 사용되

는 경우가 많았다. 유럽에서는 흑마술에 인형이 사용되

기도 하였으며(Chung & Koh, 2002), 13~14세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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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도의 출현을 기리는 ‘강탄(降誕) 인형’이 유럽 각지

에 퍼졌다(Lee, 1992). 밀랍(wax) 인형은 고인을 기념하

기 위한 용도로 14세기경까지 사용되다가 후에 완구로

쓰였으며, 상류계급에서 성인들의 유희를 위한 목적으

로 사용되었고, 중세 말기에 부유한 가정의 유아용 장

난감으로 사용되었다(Melger, 1997).

14세기 초 파리에서는 인형을 최초로 ‘패션 돌(Fashion

Doll)’로 인식하여 복식의 정보 전달을 위해 사용했고, 이

는 프랑스 최신 유행의 보급과 프랑스 직물의 수요를 늘

리는 역할을 하였다(Han, 2007). 독일에서는 15세기경 뉘

른베르크(Nurnberg)를 중심으로 인형완구와 가구 등을

만드는 장인 길드가 나타나 유럽 인형완구의 주산지가

Table 2. The materials and purposes of periodical representative dolls

Period Representative dolls Material Purposes

Ancient times

(B.C.-4
th
 century)

A doll in Egyptian tombs Wood
An object of worship & wish,

Grave goods

A Tanagra doll in Greece Clay Grave goods, Offerings, Decoration

A doll of the 19
th 

Dynasty of Egypt Wood Toys for children

A doll of Mayan Civilization Clay Toys for children, Grave goods

Medieval period

(5
th

 to mid-15
th 

century)

A doll for black magic

in Europe
Beeswax To curse an enemy

An advent doll in Europe Tin
Religious means,

To display and appreciate

Wax dolls in Europe Beeswax The bliss of dead

French fashion dolls Clay Diffusion of a fashion

Korean and Chinese dolls Clay Grave goods

Japanese dolls Clay To ward off misfortune

Indian Wayang dolls Leather Puppet plays

Korean puppets Wood Puppet plays

Modern times

(the late 15
th

-18
th 

century)

French fashion dolls Beeswax, Wood, Paper Diffusion of a fashion

European Automaton Clay Toys for adults, Decoration

Japanese Bunraku,

European Marionette and Guignol
Wood Puppet plays

Modern times

(during the 19
th 

century)

French fashion dolls Clay Diffusion of a fashion

French Bébés,

German Dolly Face
Clay Toys for children

German Waldorf dolls Cloth Toys for children

Korean Pulgaksi dolls Cloth Puppet plays

Korean Cheoyong dolls Straw Puppet plays

Korean Manseokjung dolls Wood Puppet plays

Present times

(since the 20
th

 century)

Japanese Gokesi,

Russian Matryoshka
Wood To display and appreciate

European porcelain and

bisque dolls, Figurines
Clay To display and appreciate

American Madame Alexander Clay To display and appreciate

American Barbie and Bratz,

Japanese Jenny, Licca, Blyth,

Islamic Razanne and Fulla

PVC Toys, To display and appreciate

Ball jointed dolls Clay Toys, To display and appreciate

Figures PVC To display and apprec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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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이는 유럽의 인형산업에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

토우에서 발달하기 시작한 한국 도제 인형의 경우,

고려시대에 종류가 현저히 줄어들고 조선왕조 때에는

명기로만 나타나며 인물·동물에 관한 생활용기 등이

많이 만들어져 부장되었다(Lee, 2003). 일본의 토우는

고의적으로 파손시켜 재앙과 액을 미리 막고자 하는

주술적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중국에서는 당(唐)대에

<Fig. 10>과 같은 도기가 부장용 명기로 발달하게 된다

(Lang, 2003/2005). 이후 송에 이르러 토우의 제작은 체

계적으로 기계화, 획일화되어 산업화되기 시작하였다

(Lee, 2003).

인형은 활동성이 더해져 인형극에 사용되기도 하였

다. 유럽은 12~13세기경에 이르러 인형극의 황금시대

를 맞이하였다(Ahn, 1989). 인도에서는 인형의 그림자

를 스크린에 비추어 움직이는 ‘와양(Wayang)’ 인형이

잘 알려져 있다(Fig. 11). 중국의 인형극 역시 대중적으

로 상업화되어 있었고, 일본에서도 떠돌이 예인들에 의

해 인형극이 발달하였다. 한국은 삼국시대 때부터 연희

되어온 ‘꼭두각시 놀음’의 꼭두각시 인형이 대표적이다.

3) 근세(15세기 말엽~18세기)의 인형

근세에는 프랑스의 패션 돌이 가장 발전된 시기로서

유럽의 복식문화를 대표하는 매체가 되었으며, 유럽과

일본을 중심으로 자동 인형이 등장하였고, 풍자와 해

학을 주제로 한 각국의 독특한 인형극이 지속적으로

발전한다.

프랑스의 패션 돌은 머리 부분은 밀랍, 나무와 페이

퍼 마쉐(paper-mache)로 제작되었으며, 값비싼 레이스

로 장식한 드레스에 모자, 신발, 액세서리까지 당시의

패션이 그대로 인형에게 입혀졌다(Fig. 12). 17세기를

기점으로 유럽에 도자기공장이 세워짐에 따라 도제 인

형이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하였다. 1735~1764년에

는 유럽 풍속을 나타내는 작은 인물상이 독일의 마이

센(Meissen) 자기공장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오늘날까

지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Chu, 1999).

18세기에는 과학기술의 진보와 함께 인공적인 생명

을 창조하려는 시도로 유럽의 자동 인형(Automaton)이

등장하였다. 프랑스의 발명가인 자크 드 보캉송(Jacques

de Vaucanson)은 최초의 자동 인형으로 1738년에 <Fig.

13>의 ‘플루트를 연주하는 인형’과 ‘북 치는 인형’을

선보였다(Wood, 2003/2004). 1769년에는 헝가리의 볼

프강 폰 캠펠렌(Wolfgang Von Koempelen)이 ‘체스 두

는 자동 인형’을 만들었고, 스위스의 피에르 자크 드로

(Pierre Jaquet-Droz)는 태엽으로 작동되는 ‘글 쓰는 인

형’, ‘그림 그리는 인형’, ‘음악 연주 인형’을 만들었으

며, 에디슨(Thomas A. Edison)은 <Fig. 14>와 같이 축

음기를 내장한 말하는 인형 ‘이브(Eve)’를 만들었다.

이들은 장식용으로 쓰이거나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신

(神)과 결부시켜 지배자의 권위를 과시하는 데 이용되

었다. 에도시대의 일본에서도 ‘카라쿠리(Karakuri)’라는

자동 인형을 만들어냈는데, 대표적인 것이 <Fig. 15>의

‘차 나르는 인형’이다(Jin, 2005).

인형은 움직이는 구조를 통해 인형극에서도 더욱 자

주 사용되었는데, 11세기경 등장한 ‘분라쿠(文樂, Bun-

raku)’는 일본의 대표적인 전통 인형극으로, 교토와 오

사카 지방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유럽의 ‘마리오네트

(Marionette)’는 소형 무대를 설치하고 상부에서 실로

매달아 조작하는 인형이며<Fig. 16>, <Fig. 17>과 같이

Fig. 8. Egyptian

wooden doll.

From Egyptian 

wooden doll. (2008).

http://encyclopedia2.

thefreedictionary.

com/doll

Fig. 9. Tanagra 

doll.

From Tanagra doll. 

(2008).

http://terms.naver.

com/entry.nhn?

docId=264289

Fig. 10.

Dangsamchae.

From Dangsamchae. 

(2008). http://kr.

xian-tourism.com/

shopping.Asp?c

ListID=663

Fig. 11. Wayang doll.

From Wayang doll.

(2008). http://en.

wikipedia.org/wiki/

File:Wayang_Bali.jpg

Fig. 12. Fashion doll.

From Cumming.

(2004). p.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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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으로 인형을 조종하는 ‘기뇰(Guignol)’은 가장 널

리 분포된 인형으로, 이탈리아에서는 부라티니(Bura-

ttini), 독일에서는 카스퍼레(Kasperle), 영국에서는 펀치

(Punch), 중국에서는 포대희(布袋戱) 등으로 불린다.

4) 근대(19세기)의 인형

18세기 말부터는 인형의 제작기법이 더욱 다양해졌

으며, 산업혁명을 통한 기술혁신으로 새로운 재료로

생산된 인형이 등장하였다. 또한 포셀린(Porcelain) 인

형이나 비스크(Bisque) 인형과 같은 도제 인형이 유럽

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포셀린 인형은 중국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나, 패션

돌로 발전되면서 유럽인들에 의해 매우 섬세하게 제작

되었다(Fig. 18). 흔히 차이나(China)라고 불리기도 하

며 유약을 발라 여러 번 구워서 표면에 광택이 있는 것

이 특징이다(Berry & Hornberger, 2002). 비스크 인형

은 1850년경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발달했다(Fig.

19). 유약을 칠하지 않고 보송보송한 피부색을 표현한

비스크 인형의 인기는 폭발적이었고 전 세계로 팔려나

갔다. 실크와 값비싼 레이스로 정교하게 바느질한 드

레스를 입은 비스크 인형은 귀족이나 부르주아 계층의

고급 완구로써 상류층의 전유물이 되었다. 19세기 중반

부터 4~8세의 어린이를 모델로 한 ‘베베(Bébés)’의 보

급은 인형산업의 대량생산으로 이어져 프랑스 무역을

활성화하였다. 독일에서는 ‘돌리 페이스(Dolly Face)’

라는 아동 인형을 등장했고,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존

네베르크(Sonneberg)를 중심으로 인형제조공장이 생겨

나며, 대량생산으로 프랑스보다 더욱 좋은 품질의 인형

을 싼 가격에 공급할 수 있었다(Melger, 1997). 이외에

도 ‘발도르프(Waldorf) 인형’이라는 헝겊 인형이 19세기

중반부터 어린이를 위한 인형으로 자리 잡게 된다. 그러

나 뒤이어 나타난 플라스틱과 셀룰로이드 등 신소재의

개발로 유럽 인형의 전성기는 점차 막을 내리게 된다.

한국에서는 헝겊 인형으로 ‘풀각시’가 등장했으며,

노랑 저고리와 붉은 치마를 입혀서 혼례식의 흉내를

내는 놀이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정월 대보름에 액운을

없애기 위해 사용된 ‘처용 인형’은 민간신앙과 인형이

연결된 주술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조선시대 중기 이후

에 성행했던 인형극 ‘만석중 놀이’는 연기자가 막 뒤에

숨어서 인형을 조종하는 것으로, 이 인형은 개성적인

면이 두드러지도록 만들어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5) 현대(20세기 이후)의 인형

20세기 이후에는 기존의 목각 인형이나 도제 인형 외

에도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더욱 다양한 종류의 인형

들이 등장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바비(Barbie)와 같은 패

션 인형과 구체관절 인형, 그리고 피겨(Figure)가 대표적

이다.

목각 인형은 아시아의 여러 지역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다. <Fig. 20>의 ‘고케시(Gokesi)’는 일본 전통 복식을

착용한 여성의 모습을 소박하게 단순화시킨 목각 인형

이다. <Fig. 21>의 러시아 ‘마트로시카(Matryoshka)’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데, 오늘날에는 행운을 부르는

인형으로 전해지고 있다.

도제 인형으로는 소형 인물상을 일컫는 <Fig. 22>의

피겨린(Figurine)이 영국과 덴마크, 스페인, 독일 등에서

– 479 –

Fig. 13. Automaton.

From Wood.

(2003/2004). p. 58.

Fig. 14. Eve.

From Edison

automaton.

(2008). http://

www.amazon.ca/

Edisons-Eve-

Magical-History-

Mechanical/dp/

0679451129

Fig. 15. Karakuri.

From Karakuri.

(2011). http://

blog.makezine.com/

2008/12/11/build-

the-gakken-tea-serv/

Fig. 16. Marionette.

From Marionette. (2008).

http://100.naver.com/

100.nhn?docid=58475

Fig. 17. Guignol.

From Guignol. (2008).

http://animartist.

centerblog.net/218400-

G-U-I-G-N-O-L-et-la-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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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되고 있는데(Chu, 1999), 포셀린 인형과 비스크 인

형과 함께 섬세한 기법으로 제작되는 고가의 인형으로

장식과 수집을 주목적으로 하며, 매우 가치 있는 소장품

으로 여겨진다. 일본에서는 후쿠오카 지역에서 1976년

부터 제작되기 시작한 ‘하카타(Hakata)’ 인형이 고가의

수공예품으로 알려져 있다(Lee, 2003).

패션 인형으로서 미국의 ‘마담 알렉산더(Madame Al-

exander)’는 수공으로 제작되어 섬세한 예술품으로 소

장하기에 좋은 컬렉션 인형이며, ‘바비’는 완벽한 8등신

의 비율로 어른처럼 풍만한 몸매와 화려한 외모가 특징

적이다(Fig. 23). ‘브랏츠(Bratz)’는 4인종으로 구성되어

개성적인 외모와 패션 감각을 보여주며 많은 인기를 얻

고 있다(Fig. 24). 일본의 타카라(Takara)사는 ‘제니(Jen-

ny)와 리카(Licca)’라는 패션 인형을 출시하여 인기를

끌고 있으며<Fig. 25>, ‘블라이스(Blyth)’는 어린이와 성

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친구와 같은 개념의 인형으

로, 완벽한 신체미를 추구하는 인형들과는 달리 인체의

비율을 왜곡하여 큰 얼굴과 상대적으로 작고 마른 몸체

가 특징적이다(Fig. 26). ‘라잔느(Razanne)’와 ‘풀라(Ful-

la)’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의 이슬람 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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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Porcelain doll.

From Porcelain

doll. (2011). http://

www.antiquesnavi-

gator.com/

collectible-dolls-

price-guide/antique-

dolls-price-guide-

123-SoldPrice.html

Fig. 19.

Bisque doll.

From Bisque doll. 

(2011). http://

www. theriaults.

com/default/index.

cfm?LinkServID=

F1F6B52C-BDB9-

3413-D6B0A7098

C7BF120&cid=10

6&r=5&aid=28763

Fig. 20.

Gokesi.

From Gokesi.

(2008). http://

cafe.naver.com/

369gogo

Fig. 21.

Matryosika.

From Matryosika.

(2011). http://blog.

naver.com/lesopia?

Redirect=Log&log

No=10122864713

Fig. 22. Figurine.

From Figurine. (2011).

http://blog.naver.com/

iloveu88?Redirect=Log&

logNo=30082502187

Fig. 23.

Barbie.

From Barbie. 

(2011). http://

free-extras.com/

images/barbie_

doll-517.htm

Fig. 24. Bratz.

From Bratz. (2008).

http://en.wikipedia.org/

wiki/Bratz

Fig. 25.

Jenny.

From Jenny.

(2008). http://

en.wikipedia.

org/wiki/

Jenny_(doll)

Fig. 29.

Figure.

From Figure.

(2008). http://

www.gundam-

shop.co.kr/

GD_Front01.

html?ItemCode

=10044015&

jancode=4545

784060377

Fig. 28.

Ball jointed doll.

From Ball jointed

doll. (2008). http://

blog.naver.com/

lincha16?Redirect

=Log&logNo=

70103384558

Fig. 27. 

Razanne.

From Razanne.

(2011). https://

divinesatori.

wordpress.com/

2009/08/10/barbie-

girls/razanne/

Fig. 26. Blyth.

From Blyth. 

(2011). http://

cafe.naver.com/

heykitty/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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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압력 등으로 인해 이슬람적 가치가 고조되면서 이집

트, 요르단 등 아랍권 국가들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Fig. 27).

구체관절 인형(球體關節人形, Ball Jointed Doll)은 인

형의 관절 부위를 둥글게 해 관절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1930년 독일의 초현실주의 작

가인 한스 벨머(Hans Bellmer)에 의해 고안되었다. 얼굴

형, 안구, 가발, 메이크업까지 변화시킬 수 있어 인형의

소유자가 마음대로 성형할 수 있는데(Son et al., 2006),

일본 보크스(Volks)사의 ‘돌피(Dolfie)’와 ‘수퍼 돌피(Su-

per Dolfie)’가 가장 대표적이다(Fig. 28).

피겨란 영화나 만화 또는 게임 등에 나오는 캐릭터들

을 축소해 거의 완벽한 형태로 재현한 인형을 일컫는데,

홍보에 주로 이용되며 정교함 때문에 대량제작이 어려

워 가격도 비싸다.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피겨를 수집하

는 마니아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다(Fig. 29).

III. 동·서양 인형의 기능과 복식에

나타난 상징성

본 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동·서양에 나타난

여러 가지 종류의 인형들이 담당하고 있는 기능은 어

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20세기를 전후로 하여 고찰해보

고, 이를 바탕으로 20세기 이후 인형의 복식이 상징하

는 바에 관하여 분석해 보았다. 분석의 대상이 된 인형

은 현재 온·오프라인을 통해 유통되고 있으며 판매율

이 높고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인형을 선정하였다.

전통 인형으로는 한국의 연지 인형과 닥종이 인형, 일

본의 고케시 인형과 하카타 인형, 중국의 전통 인형,

프랑스의 비스크 인형, 영국의 피겨린 등이 대표적이

었다. 또한 20세기 이후의 인형으로는 한국과 일본의

구체관절 인형, 일본의 제니와 리카, 블라이스, 중동 지

역의 라잔느와 풀라, 미국의 바비 인형과 브랏츠, 마담

알렉산더 등이 대표적으로 나타났다.

1. 인형의 기능 변화

인형의 기능은 사회의 발전과 역사의 흐름에 따라

점차 변화해왔다. 20세기 이전까지 인형의 주된 기능

은 <Table 3>과 같이 주술 및 종교적 기능, 놀이의 기

능, 패션 전파의 기능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20세기 이후로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사회경

제적으로 여유를 갖게 되기 시작하면서 인형의 기능은

더욱 분화되어 놀이의 기능, 문화상품의 기능, 예술작

품의 기능, 광고 및 홍보의 기능과 같은 4가지의 고차

원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과거의 인형은 주술적 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

였으나,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고 인간의 삶이 질적으

로 향상되면서 주술성이나 종교적 기능은 점차 약화되

었다. 반면에 놀이의 기능은 더욱 세분화되어 어린이

와 성인의 놀이로 구체화될 수 있다. 어린이의 유희용

완구나 전시 및 감상의 대상으로 사용되었던 인형은

교육적 수단이 되어 사회화 과정과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경제적 여유와 여가 시간을 획득하게 된

성인은 물질만능주의 사회의 익명성과 인간소외의 경

험에서 좌절감을 느끼며 감성적 문화콘텐츠로 인형을

선택하게 되었고, 이를 수집하고 꾸미거나 직접 제작

하여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끼고 미의식과 자아를 표현

한다. 주술적 측면에서 인형이 인간의 내면세계를 상

징하고 있다고 여겨졌던 부분이 오늘날 성인을 중심으

로 한 인형 놀이로 전이된 것이다.

한편 패션 전파의 기능을 담당하였던 인형은 패션 산

업의 발달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고급화하

는 마케팅 전략의 수단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효율

Table 3. The functions of dolls before the 20
th

 century

 Functions  Content

Religious means

- Offerings of wish for a good harvest

- Wish for abundance and fecundity

- To avert evil and charm for good-luck

- Symbol of god or the inner world of humanity

Amusement

- Existence of dolls used as toys for children since ancient times

- Dolls for amusement are also produced in France, Germany and England

- Prevalence of doll plays on the subject of satire and caricature

Diffusion of fashion

- French fashion dolls become the beginning of European fashion culture

- Media that spread the latest fashion

- Reflecting their time and culture

– 4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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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시각적 매개체로서 상품 프로모션, 브랜드 이미지

의 강화 등에 사용되거나 국가적 이벤트나 캠페인 및

단체의 활동을 홍보하고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사

용되기도 한다. 또한 현대 사회의 특징적 현상 중의 하

나로 볼 수 있는 장르 간 경계의 해체가 변화의 요인으

로 작용하여 인형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타 분

야와의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을 통해 새로운 광

고·홍보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최근 문화적 글로컬리즘(Glocalism)이 대두하고 서구

중심의 헤게모니가 붕괴되어 자국의 전통 문화가 중요

시되면서, 20세기 이전까지 전해 내려온 각국의 전통인

형은 문화상품으로 재탄생되어 전통 문화를 상징하거

나 홍보하기 위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단순한

수공예품으로 여겨졌던 인형이 예술적 가치를 지닌 조

형물로 인식되며, 작가의 미의식과 가치관, 정신세계를

표현하는 도구가 되었고, 인형의 제작에 있어서도 재료

와 기법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인형작가들이 등장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20세기 이후의 인형이 수행하는 기

능은 <Table 4>와 같다. 이와 같이 최근에는 다양한 시

도를 통해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한 인형이 나타나고

있으며, 모든 계층이 즐기는 대상으로서 그 가치가 더

욱 높아지고, 생활 속의 살아있는 예술문화로 자리매

김하고 있다. 또한 작가들의 내면세계에 살아 숨 쉬는

원형적 형상을 구체화한 조형예술이자 고부가가치를

자랑하는 상품으로서 그 문화적, 산업적 가치와 중요

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2. 동·서양 인형의 복식에 나타난 상징성

앞 장에서 살펴본 20세기 이후 변화된 인형의 4가지

기능을 바탕으로 하여 동·서양 인형의 복식에 나타난

상징성을 성역할과 역할모델, 시대별 유행 패션, 문화

정체성, 그룹 강화의 4가지로 분석하였으며<Fig. 30>,

주요 내용은 <Table 5>와 같이 정리하였다.

1) 성역할과 역할모델

어린이의 놀이에 사용되는 인형은 다양한 성별·연

령별·상황별 복식과 아이템을 갖추고 있어서 여러 가

지 역할을 경험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해준다. 현실 속

의 여러 상황을 재현한 소품들과 함께 인형의 복식은

각각의 TPO에 적합하게 제시되고 있으며, 패션 아이

템들도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어서 어린이들은 이러한

놀이를 통해 성역할을 학습할 수 있고 역할모델을 설

정하여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형의 복식에서는 성역할과 역할모델

의 상징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양의 인형 중 어린이의 놀이에 사용되어 성역할과

역할모델의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인형은 일본의 제니

와 리카, 이슬람 국가의 라잔느와 풀라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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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functions of dolls after the 20
th

 century

Functions Contents

Amusement

For Children
- Experience socialization processes and clothing habits by playing with dolls

- Experience human relations by roll playing with dolls

For Adults

- The appearance of doll collectors and doll mania

- Feel a sense of accomplishment and satisfaction through collecting dolls

- Express aesthetic consciousness and ego by decorating dolls or making dolls

- Reflect inherent ego by personifying dolls

- Means of interchanging sensitivity

Advertisement and

Public relations

- Informing of event, campaigns, associations and charity work

- Mascot of International exhibitions, the Olympic Games and sport teams

- Product promotion: dolls produced by collaborating with famous designers or doll exhibitions

- Enhancing brand image by displaying dolls

Cultural products

- Commercialize traditional dolls in each country

- Arouse unique feeling by putting on traditional clothing

- Represent indigenous and traditional culture

Works of art

- The appearance of various doll-makers

- Making dolls that show aesthetic consciousness, sense of values and psyche of an artist

- Opening doll exhibitions or doll fairs

- Organizing an association of dolls or associations of doll-makers

- Holding a contest in connection with do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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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는 20대 초반 여성의 모습으로 나타나며, 스쿨 걸,

웨이트리스, 커리어 우먼, 스트리트 룩, 파티 룩 등을

통해 다양한 의생활을 체험하게 한다. 10대 소녀의 모

습을 가진 리카는 키와 체형이 더 작고, 복식선택의 폭

이 좁다(Fig. 31). 라잔느와 풀라는 아랍 소녀들의 이상

형으로 이슬람 전통의 히잡(Hijab)과 아바야(Abaya)로

온몸을 감싸고 있다. 특히 라잔느는 코란을 즐겨 읽고

소극적이고 검소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이슬

람 소녀의 모습을 상징하며 선생님·스쿨 걸·스카웃

걸·기도하는 라잔느·휴일의 라잔느 등이 있다(Fig.

32). 이 인형들은 이슬람 정체성에 대한 재인식과 함께

이슬람 어린이들에게 역할모델이 되며, 이슬람 소녀들

의 세계화된 이미지를 전달한다.

서양의 인형으로 가장 대표적인 바비는 남동생과 여

동생, 남자친구가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복식과 상황

별 패션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 <Fig. 33>와 같이 부엌

놀이·침실놀이·욕실놀이·식탁놀이·병원놀이 등 다

양한 놀이를 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판매되고 있으며,

헤어스타일을 조작하는 도구로 자신의 바비를 직접 꾸

밀 수도 있고, TPO에 따라 갈아입힐 수 있는 다양한

패션 세트가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의사·간호사·군인·

선생님·외교관·스포츠인·연예인·우주비행사 등의

다양한 직업을 가진 바비 시리즈는 간접적인 직업 교

육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Fig. 34). 또한 브랏츠는 여자

친구와 남자친구가 있으며, 틴(Teen), 키즈(Kids), 베이

비(Baby) 시리즈로 출시되어 다양한 연령층의 인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다양한 인간관계의 역할을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여러 가지 놀이를 위한 아이템들이 마련되어

있으며, TPO에 따른 패션 아이템들도 갖추고 있다.

2) 시대별 유행 패션

과거에도 그랬듯이 인형의 복식에는 패션성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당대의 유행 패션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다. 인형은 하나의 문화적 산물로서, 인형

을 제작하거나 구입하고 수집하는 사람들이 지닌 시대

적 이상미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형의 복식은

패션 디자이너나 브랜드와의 교류를 통해서 패션 트렌

드를 반영하여 복식의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다(Lee &

Kim, 2007). 또한 과거의 복식을 재현한 인형은 그 시대

의 특징적인 유행 복식을 따라 옷차림새부터 표정과 헤

어스타일, 화장법까지 완벽하게 재현하여 당대의 가장

이상적인 패션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와 같이 인형의

복식은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된 패션을 사실적으

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변화된 복식을 실제적으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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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symbolic characteristics of doll costumes

Symbolic Characteristics Contents

Sexual roles & Role models - Representing sexual roles and various role models and teaching them to children

Fashion trends
- Showing the trend of fashion of that time

- Appearing in the most beautiful forms by pursuing ideals of the time

Cultural identity
- Showing native customs, art, culture and racial characteristics

- Reflecting norms of a society and its moral values

Reinforcement of a group
- Members of mania society and collector groups have feeling of solidarity and

homogeneity through doll costumes

Fig. 30. Symbolic characteristics shown in doll costumes based on the functions of do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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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이다(Chung & Koh, 2002).

실제로 1970년대 이후 미국의 마텔사에서는 시대를 반

영한 인형복식을 만들기 시작했으며, 인형의 소유자는

유행 패션을 착장시킨 인형을 통해 대리만족을 느끼기

도 하고 자신의 옷과 비슷한 스타일의 인형복식을 통해

인형과 일치감을 느끼기도 한다(Lee & Choi, 2006).

동양의 인형 중에서 제니와 리카, 블라이스, 라잔느,

풀라, 구체관절 인형은 모두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유

도하기 위해 유행하는 패션 스타일을 제시하며 아름답

고 화려하며 세련된 차림을 하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

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패션 아이템들을 완벽하

게 갖추고 있다. 또한 서양의 인형 중에서 바비는 미국

의 문화적 아이콘으로서 동시대의 자아를 상징하며 언

제나 매력적인 외모와 이를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한

호화롭고 완벽한 패션 아이템들을 소유하고 있다. 브

랏츠와 마담 알렉산더 등의 패션 인형도 유행 패션의

흐름을 따르며, 패션 아이템뿐만 아니라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또한 바비와 마담 알렉산더의 경우, 유명 디자이너의

대표적 패션을 재현한 인형, 헐리우드 영화의 주인공을

재현한 인형, 패션 아이콘이나 역사적 인물의 모습을

재현한 인형 등이 제작되고 있다(Fig. 39)−(Fig. 40). 오

늘날 앤틱 인형으로 존재하는 프랑스의 비스크 인형과

영국의 피겨린 역시 과거의 유행 패션을 재현한 형태

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유명 디자이너와 여배우,

또는 패션 아이콘의 복식을 표현하는 것은 과거의 복

식을 재현하는 것으로써 인형은 시대별 유행 패션의

역사적 기록이 되기도 한다. 

이외에도 특정 회사의 상품을 광고하거나 홍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인형의 복식에서도 당대의 유행 패션이

나타난다. 일례로 명품 패션 하우스와 손잡고 패셔너블

하면서도 디자인을 강조한 ‘명품 패션 피겨’로 재탄생

한 인형들에게는 단연 최고급의 최신 유행 패션이 입혀

지게 되는데, 이들은 명품이라는 브랜드 특성상 과감한

장식과 표현기법을 통해 더욱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모

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인형의 복식에는 물질주

의와 럭셔리를 추구하는 오늘날의 경향이 반영되어 있

다. 인간의 복식문화와 흐름을 같이하는 인형의 복식은

매우 화려하고 장식적인 특성을 가지며 현대 사회에 만

연한 물질만능주의와 사치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3) 문화정체성

문화정체성은 인종적·민족적·언어적·종교적·국

가적 문화에 ‘속해있음’으로부터 형성되는 정체성의

측면을 지칭한다(Lee, 2008). 인형의 복식에는 해당 문

화의 규범과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으며, 그 문화가 지

닌 고유의 정체성이 표현되어 있다. 어린이의 놀이에

사용되는 인형의 복식은 자신이 속한 문화의 정체성을

직·간접적으로 학습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며 영향을

미친다. 또한 각국의 전통 인형은 정교하게 표현된 전

통복식을 착용함으로써 전통 문화의 풍미를 느끼게 하

며 자국의 문화정체성을 상징한다.

바비는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의 문화를 상징하는 대

표적 아이콘으로서 물질주의를 지향하는 ‘머티리얼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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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Jenny wearbox.

From Jenny wearbox. (2011).

http://www.takaratomy.co.jp/

products/jenny/products/

wearbox/11ss-2.html

Fig. 32. Girl

Scout Razanne.

From Razanne.

(2011). https://

divinesatori.

wordpress.com/

2009/08/10/barbie-

girls/razanne/

Fig. 33. Barbie

Playset.

From Barbie Playset. 

(2011). http://www.

shepher.com/item/

MATTEL_BARBIE_

BREAKFAST_AND_

BAKING_TIME_

PLAYSET_7467750106

90/4695

Fig. 34.

Teacher Barbie.

From Teacher Barbie.

(2011). http://www.

shopping.com/mattel-

art-teacher-barbie-kelly-

doll-i-can-be-career-

series-w-desk-rubbing-

plates-more-2002/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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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Girl)’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Yeom & Lee, 2002).

바비는 몸의 실루엣을 드러내며 노출이 많고, 호화로운

복식과 소품으로 사치스럽게 장식되어 있는데, 이는 자

신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며 물질 중심적이고 세속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이슬람 문화의 인형은

외모·옷차림·생활방식에서 바비와 전혀 다른 모습을

나타내며 정숙하고 보수적인 이슬람의 문화적 특성을

보여준다. 이슬람 정체성을 규격화하려는 시도로 나타

난 라잔느와 풀라는 정숙성을 나타내기 위해 반드시

속옷을 착용하며, 최신 유행 복식은 실내에서만 착용하

고 외출 시 반드시 온몸을 가릴 수 있도록 몸통을 전부

가리는 긴 외투와 패셔너블한 의상이 함께 제시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인형이 지닌 복식문화는 그 사회의 규

범과 도덕적 가치관을 반영하는 문화정체성을 상징하

며, 어린이들은 인형놀이를 통해 자신이 속한 사회의

문화정체성을 학습할 수 있다(Fig. 35).

또한 세계 각국의 전통 인형에는 고유의 풍속과 문

화예술, 민족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으며, 이러한 인형

은 일종의 문화적 산물로서 각국의 문화를 전달하고

알리는 문화상품으로 사용되며 문화정체성을 나타낸

다. 동양에서는 한국의 닥종이 인형·석란 인형·연지

인형, 일본의 하카타 인형·고케시 인형, 중국의 전통

인형 등이, 서양에서는 프랑스의 비스크 인형, 영국의

피겨린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전통 복식뿐만 아니라

민족 고유의 심성을 나타내는 표정과 자세로 문화정체

성을 상징하고 있다(Fig. 36)−(Fig. 38).

4) 그룹 강화

인형에 나타난 복식은 비슷한 취향을 가진 인형 마

니아층이나 컬렉터, 작가들의 그룹 구성원 간에 동질

Fig. 35.

Barbie vs. Fulla.

From Barbie &

Fulla. (2008). http://

www.smh.com.au/

news/world/a-

muslim-barbie/

2005/12/22/1135-

032135918.html

Fig. 36.

Korean Dakjongie doll.

From Dakjongie doll.

(2011). http://blog.

naver.com/sopiabuin/

30099792047

Fig. 37.

Japanese Hakata.

From Hakata. (2009).

http://www.skynews.

co.kr/article_print.

asp?mcd=217&ccd=

1&scd=23&ano=10

Fig. 38.

Chinese doll.

From Chinese doll. 

(2009). http://

blog.naver.com/

poppinsmary/

120010210520

Fig. 40. Madame Alexander.

From Madame Alexander. (2008).

http://www.madamealexander.com/product/419351/64350/_/

Queen_Elizabeth_Ltd_Edition_175_pcs_10%22_

Doll_from_the_Fashion_Collection

Fig. 39. Collector Barbie.

From Collector Barbie. (2008).

http://jeweledelegance.blogspot.com/

2008/12/marie-antoinette-barbie-vs-queen.html

– 485 –



14 한국의류학회지 Vol. 36 No. 5, 2012

감과 연대감을 자극하여 그룹의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상징성을 지닌다. 자신의 인형이 착용한 복식스타일을

통해 자아를 표현하며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고, 공감

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일본의 블라이스와 구체관절 인형은 개인의 기호에

맞는 개성 있는 스타일로 연출 가능하여, 인형마니아

층에게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이들은 온·오프라

인 커뮤니티를 통해 그룹을 형성하고 자신만의 인형을

꾸미기 위해 최신 정보를 공유하며,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인형의 복식을 직접 제작·연출하여 성취감과 만

족감을 느낀다. 그리고 사진으로 찍은 것을 인터넷 게

시판에 올려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받고자 한다. 또한

인형작가들도 다양한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로 국내에서는 한국창작인형교실, 한국인형작가회,

한국비스크돌협회, 한국드레스인형협회, 한국창작구체

관절인형협회 등이 있다. 이들은 인형과 인형의 복식

을 직접 제작하여 공통된 미의식을 나타내며, 정보를

교환하고 작품의 비평과 재해석을 통해 연대감과 소속

감을 얻는다.

서양의 고급 인형을 수집하는 인형컬렉터들에게는 미

국의 바비와 마담 알렉산더, 프랑스의 비스크 인형, 영국

의 피겨린과 같은 인형이 가장 인기 있다. <Fig. 39>와

같은 소장가치가 있는 고가의 컬렉터 바비와 <Fig. 40>

의 마담 알렉산더 인형은 뛰어난 수공예기술로 제작되

어 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프랑스의 비스크 인

형은 오늘날 앤틱 인형으로 전해지며, 세련되고 화려한

복식뿐만 아니라 인형의 눈썹 한 올까지도 정교하게 제

작되어 있고, 영국의 뛰어난 도제기술로 제작된 피겨린

역시 고급 문화상품으로서 소장가치가 매우 높다. 인형

컬렉터들은 이러한 인형들을 수집하고 감상하며 만족

감과 성취감을 느낀다. 자신이 수집하는 인형에 대한 전

문성을 가지며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 그룹을 형성하

여 구성원 간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타인과는 교류할

수 없었던 감정을 느끼며, 심리적 안정을 얻기도 한다.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수집의 대상이 되는

인형과 인형의 복식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으며, 서로가

소장하고 있는 인형의 모습을 공유한다.

IV. 결 론

인간은 예로부터 자신의 이상을 형상화하고 이를 재

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으

로 인체를 재현함으로써 내재된 정신세계를 표현하고

자 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인간은 인

형을 만들게 되었고, 세계의 각 지역에서 나타난 인형

은 고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사회적·

문화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해왔으며,

현대에는 대중화·상품화되어 인간생활문화의 일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고대의 조각에서만 논의되어왔던 인

형의 발생 기원에 관하여 재조명하고, 과거에서부터 현

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형의 종류와 역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본 후, 20세기를 기준으로 하여 전후의

인형이 수행하는 기능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형

의 복식에 나타난 상징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인형의 기원은 인간의 형상을 표현한 고대의 조각과

토우에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계의 각 지역에

서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한 인형은 그 재료와 제작방법,

용도에 있어서 시대가 흐름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했다.

20세기 이전까지 인형은 주술 및 종교적 기능, 놀이의

기능, 패션 전파의 기능을 담당했으나, 과학기술의 발

달로 사회가 급변하기 시작한 20세기 이후의 인형은 사

회의 일면을 상징하는 문화적 산물로써 더욱 고차원적

이고 세분화된 면모를 보이고 있다. 오늘날의 인형은

주술적 기능이 거의 사라졌으며, 기존에 인식되어 왔던

기능에서 좀 더 분화되어 놀이의 기능 외에도 광고 및

홍보의 기능, 문화상품의 기능, 예술작품의 기능을 담

당하고 있다.

이러한 인형의 기능을 바탕으로 20세기 이후 동·서

양 인형에 표현된 복식은 다음과 같은 상징성을 지닌

다. 첫째, 어린이의 인형놀이에 사용되는 인형의 복식

은 성역할과 역할모델을 상징하며 직·간접적으로 사

회화 과정을 학습시키는 효율적인 도구가 되고 있다.

둘째, 인형의 복식은 당대의 패션의 흐름을 반영하며,

시대별 유행 패션을 상징한다. 셋째, 인형이 지닌 복식

문화는 그 사회의 규범과 도덕적 가치관을 반영하며,

고유의 풍속과 문화예술, 민족성을 나타내는 문화정체

성을 상징한다. 넷째, 20세기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인

형컬렉터들과 마니아층, 인형작가들은 공통된 마인드

를 통해 그룹을 이루며, 이들이 소장하고 있거나 직접

제작한 인형의 복식은 그룹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상징

성을 지닌다.

인형은 인류의 문명이 투영된 하나의 오브제로서,

민족의 생활양식이나 사회의 구조 변화를 그대로 반영

하며 인류의 가치관과 사고방식, 문화적 사유체계를

표출하는 매개체로서 인류의 역사와 그 맥을 같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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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업혁명 이후부터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정보화

시대, 디지털 시대, 사이버 시대라는 특징을 갖는 오늘

날, 인형은 인형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인형을 도구로 하

여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영향력을 갖게 되면서 연구 및

활용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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