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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mathematically and scientifically investigated the aesthetic consciousness of women inherent

in the costume craftworks craftworks of the Chosun Dynasty through a systematical analysis of their tex-

tile pattern composition using visual language theory. The tangent value from the horizontal and vertical

ratio of the costume craftworks craftworks indicated that they had an indigenous proportion system with a

relatively regular form and pattern but without an exaggerated type. There was a module based on struc-

tures in the textile patterns of the costume craftworks craftworks and the patterns were constructed by the

module with the syntagms of the ratio structure. Moreover, the analysis of the pattern designs indicated that

the whole form of the costume craftworks craftworks was built through a repetitive structure of feature and

one of pattern units; in addition, the craftworks had the extended composition and blank space of daring

patterns, an important factor to make a whole design. Therefore, our study suggested that the costume craft-

works craftworks of the Chosun Dynasty was characterized by the presentation of the aesthetic style with

a Geumgang ratio (an indigenous proportion system used in Korea) and could be interpreted as an art

style based on the beauty of space. Moreover, it is suggested that the spirit inherent in the costume craft-

works of the Chosun Dynasty (which tried to understand the whole as one and equate the whole and parts)

might agree with a holistic tendency as the foundation of Korea art.

Key words: Costume craftworks, Textile, Syntagms, Module, Feature; 복식공예품, 텍스타일, 결합소,

모듈, 자질

I. 서 론

인간의 삶이 시작되면서 등장한 무늬나 문양 즉 패

턴(pattern)은 오랜 기간을 걸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진화·발전되어져 왔으며, 벽화, 도자기,

텍스타일, 장신구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모든 문양은 형태를 이루는 구성요소로 이루어지며, 시

각예술에서 일반적 의미의 구성은 선, 색, 면 등 시각요

소들의 특별한 조합 또는 형식적으로 의미 있는 결합

(composition)이나 형상들의 배치(configuration) 및 구도

등을 의미하기도 한다(Ghim,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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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오늘날 시각언어이론(Visual Linguistic Theory)

으로 하여금 정량화시킬 수 있는데, 시각언어이론이란

모든 시각테스트는 기본적으로 어떤 시각공간에 크기

와 양이라는 사실적 양태를 가지고 있으며, 그 크기와

양은 정량화되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Kim, 2006). 특

히 텍스타일의 패턴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서로서

로 비례관계를 이루고 이 비례관계를 이루는 각기 요

소들이 일정한 결합체를 통해 연결됨으로써 계열화되

고 하나의 집합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각각의 계열로

서의 요소들은 그러한 결합을 가능하게 해주는 일정한

결합체에 의해 조직화 되어질 수 있음을 말한다. 즉 시

각언어이론은 형태를 이루고 있는 요소 즉 이미지 실

질들을 수리적으로 정량화하여 실제 텍스타일을 구성

하고 있는 패턴과 구성요소들 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Kim(2006)은 시각요소를 형성하

는 이미지의 실체가 이루어지는 기능적 요소를 시각언

어자질로 전환하여 이를 5개의 자질로 구분하고, 전체

적인 구성 및 비례관계를 통해 시각예술의 정량적 연

구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 Ghim(2006)는 알카익 요소를

토대로 조선시대 복식의 텍스타일에 나타난 시각요소

들을 추출하여 자질화한 다음 그들의 구성관계와 내재

된 심성을 분석하였으며, Han(2011)은 시각언어이론을

도입하여 조선시대 조각보의 구성에 있어 공간분절과

결합의 절차를 고찰하고 조각보에 내재된 구조적 특성

을 규명한 바 있다. 또한 Hur(2011)는 현대 섬유미술을

중심으로 프랙탈 모듈의 반복과 확장에 의한 셀 패턴

(cellular pattern)의 변화에 따른 분류 및 분석을 위해 시

각언어이론을 차용함으로써 섬유조형의 패턴구조화 절

차를 규명하는 등 시각예술 분야에서의 시각언어이론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복식공예품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복

식공예품의 양식적이고 감성적인 연구에 초점을 두고

문양 및 색채에 관한 양적 분석연구가 이루어짐에 따

라 복식공예품에 나타난 실제적 조형요소들을 수학적·

정량적으로 접근한 분석적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복식공예품에 나타난 텍

스타일을 중심으로 수학적, 과학적 접근방법인 시각언

어이론을 차용하여 복식공예품의 텍스타일 패턴을 구

성하고 있는 시각요소를 파악한 다음 이미지 실질로 변

환시켜 수리적으로 정량화하고, 이들 패턴이 가진 고

유의 수학적 값을 도출하여 분석함으로써 복식공예품

에 내재된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적 양식에 따른 미의

식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은 선행연구와 문헌고찰을 통해

조선시대 복식공예품의 범주와 유형을 파악한 다음 복

식공예품에 나타난 문양의 종류를 살펴본다. 구체적으

로 복식공예품에 나타난 텍스타일 패턴구성 분석은 첫

째, 텍스타일을 이루고 있는 요소 즉 형태를 이루고 있

는 직선, 사선, 곡선 등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시각언어

이론에 따른 연구모형을 통해 자질화하여 결합방식에

따른 유형을 분류한다. 둘째, 복식공예품에 나타난 텍스

타일의 결합방식에 의한 유형분류에 따라 표본시료를

선정한 다음, 표본시료를 중심으로 실제 이미지를 이루

는 요소의 자질값을 추출하고, 자질값을 토대로 수리적

정량화 과정을 거쳐 각 표본시료를 구성하는 모티브 즉

모듈(Module)값을 규명하여 각 요소 간의 관계를 파악

하도록 한다. 셋째, 도출해낸 자질들의 특정한 모듈값을

토대로 패턴의 반복과 유사, 공간구성의 규모의 정도를

파악한다. 넷째, 앞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조선시대 복식

공예품에 나타난 텍스타일의 구조와 그 구조들 간의 상

호관계성을 규명하고, 복식공예품에 내재된 우리 민족

고유의 독창성과 미적 사상을 규명하도록 한다. 이로써

본 연구는 조선시대 복식공예품의 우수성을 인식시키

며, 나아가 우리 고유의 미적 특성이 내재된 다양한 문

화상품 개발을 위해 과학적, 수학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연구방법을 제시한 기초연구로써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범위는 우리나라 복식사상 우리 조상의

미의식이 여실히 반영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완성도

나 가치가 높게 평가받고 있는 조선시대 중기 이후부

터 후기까지의 복식공예품 55점을 선정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규방문화와 복식공예품의 범위

조선시대의 건국 초 등장한 성리학적 이념은 조선의

중기를 지나 후기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지배적인

사상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조선시대 여성의 사회적 위

치와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

히 유교적 윤리의 기본이 되었던 삼강오륜은 조선 건

국 초기부터 강조되어 삼강오륜의 가치를 예(禮)의 차

원에서 제도화함에 따라 신분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었을 뿐 아니라 심지어 개인의 욕망을 통제

하는 이념으로도 작용하여 가부장제 사회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Han, 2011). 이로써 조선시대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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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신의 지위와 권리면에서 제약을 받게 되어 조선

중기 이전의 자유로운 행동권, 남성과 대등한 권리를

상실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여성

은 가정의 안주인, 남성의 보조자, 어머니로서 여성들

만의 생활의 장과 문화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를 규방

문화의 시발점으로 볼 수 있다.

조선시대 규방문화는 여성의 일상생활에서부터 교

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 생활문화의

일부이자 여성 특유의 독창적인 문화로 전승, 발전하

게 된다. 규방문화는 의식주를 중심으로 한 음식문화

와 공예문화 그리고 독서, 글쓰기와 같은 창작문화로

구분된다(International cultural foundation, 2005). 이중

규방공예는 유교사상으로 인해 여인들이 외부와 단절

된 폐쇄적인 공간에서 생활을 침선을 통해 완성된 복

식과 공예품을 말한다.

규방공예품은 조선시대 유교사상에 의한 가부장제

도에서 남녀유별의 관념과 내외법에 따라 억압적이고

제한된 삶의 답답함과 지루한 일상을 보내야하는 여인

들이 생활 속에서 침선 즉 바느질을 통해 다양한 생활

작품을 만들던 것으로 기능적이고 장식적이며, 고유한

독창미가 여인들의 손작업을 통하여 완성된 것이다.

광의적으로 규방공예의 범위는 소재에 색상을 넣은 천

연염색을 바탕으로 한 조각보, 자수, 매듭, 누비, 한복

과 각종 장신구로 볼 수 있다(Cho et al., 2011). 이중 자

수는 여러 가지 색실과 바늘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무

늬를 장식하는 기법으로, 예로부터 궁궐과 양반가에서

신분과 위엄을 나타내기 위하여 금박과 더불어 의복과

장신구에 장식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져 왔으며, 조선시

대에 이르러 수공예품의 사용계층이 일반에까지 확대

되어 민가에서도 수예품을 제작하여 사용하게 됨으로

써 자수공예품이 더욱 발달하게 된 배경으로 볼 수 있

다. 특히 자수는 다양한 회화적 구성으로 인한 장식성

을 갖는 동시에 당시의 시대성을 담고 있어 우리 민족

의 가치 있는 전통 문화요소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 Korea Culture Con-

tents Agency, 2004).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복식공예품에 내재된 우리 민족

의 고유한 미적 양식에 따른 미의식을 규명하고자 당

시 여성의 수작업을 통해 미적 감각이 직접적으로 반

영되었을 뿐 아니라 장식성이 두드러진 자수기법의 복

식공예품 80점을 선정하고, 이 중 유사한 패턴의 경우는

대표성을 보여주는 공예품 1점으로 간주하여 자료분

석에 용이한 55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International

cultural foundation, 2005; Kwon & Jang, 2009). 이를 살

펴본 결과, 복식공예품은 크게 의복과 장신구로 분류

할 수 있으며, 의복에는 활옷, 관복(官服), 후수, 습, 수

띠, 배자, 버선, 전복, 토시, 굴레, 돌띠, 신발 등으로 나

타났고, 장신구류는 두루주머니, 귀주머니, 향낭노리개,

노리개, 안경집, 진주선 등으로 나타났다. <Table 1>은

선정된 복식공예품 55점을 종류별로 구분한 것이며,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 복식공예품의 문양고찰

규방을 중심으로 발달한 자수는 서민생활의 애환을

소재로 하는 풍속화, 자연의 풍경을 묘사하는 산수화,

꽃과 벌의 섬세한 부분을 묘사한 정물화, 서민들의 소

박한 감정을 표현한 민화(民畵) 등으로 알려져 있다

(Chung, 1999). 이와 같은 침선활동은 조선시대 여성들

에게 부덕(婦德)을 닦는 교양으로서의 역할과 가정의

수복강녕(壽福康寧)을 기원하는 수단이 되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International cultural foundation,

2005;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 Korea Cul-

ture Contents Agency, 2004), 복식공예품에 나타난 문

양은 남성용, 여성용, 소아용, 장신구로 구분되어 사용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남성에게 사용된 문양을

살펴보면, 흉배와 후수에서는 학문과 화문을 사용하였

고, 팔목을 보호하기 위해 두르는 습(拾)은 네 마리의

박쥐와 테두리에 아(亞)자문을 돌림으로 배치하였다

(Fig. 1). 이외에도 해·산·물·돌·소나무·구름·불

로초·거북·학·사슴 등의 십장생문과 호랑이, 매화 등

의 문양을 사용하였다. 이는 남성에게 장수, 입신출세,

Table 1. The classification fo the costume craftworks in the Chosun Dynasty

Classification Type (N)

Clothing
Hwalot (1), Ornamental breast patch (3), Wrist protector for archers (1), Quilted socks (2), Wrist Band (1)

Arm warmers (1), Babies bonnet, Vest, Embroidered Belt (2)

Accessory Pouch (26), Trinkets for perfume case (2), Pendant (7), Eyeglasses case (4), Bow case, Ornaments (2), Fan (3)

Total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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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비의 기사, 권력, 힘, 영원한 번영 등을 상징하는 문

양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여성에게

사용된 문양은 활옷에서 물결, 바위, 불로초, 봉황, 나

비, 연꽃, 모란, 동자 등의 길상을 상징하는 문양과 자

손창성(子孫昌盛), 부귀다남(富貴多男), 수복강녕, 수

(壽), 복(福), 희(囍) 등의 문구를 표현한 길상어문의 사

용을 볼 수 있다(Fig. 2). 의복에 두르는 수띠에서도 자

손창성, 부귀다남, 나비, 모란, 불로초, 돌을 표현한 문

양을 볼 수 있다. 이는 전통 사회에서 여성이 수행해야

하는 다산, 다남 등의 생산적 역할과 이에 관련된 염원

을 모란, 연꽃, 나비, 꽃, 벌, 국화, 석류 등의 문양으로

표현한 것이며, 염원하는 내용을 구체적인 문구로 표

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유아 즉 소아에게 사용

된 문양으로는 관모의 일종인 굴레, 돌띠, 버선 등에서

자수 장식을 찾아볼 수 있는데, 십장생, 모란, 연꽃, 복

숭아, 호랑이 등 동·식물문과 복(福), 복해수산(福海壽

山), 부귀다남자(富貴多男子), 수복강녕 등의 길상어문

으로 나타났다(Fig. 3). 이는 아이의 장수(長壽)와 다복

(多福)을 기원하는 그리고 벽사(邪)를 상징하는 문양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장신구에서 사용된 문

양을 살펴보면, 안경집은 주로 십장생과 화문, 진주선

은 모란이나 화접문(꽃과 나비), 여인들이 저고리 고름

이나 치마허리에 달던 노리개는 화문, 박쥐문(편복),

아(亞)자문, 길상문 등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남녀노소 신분과 관계없이 패용(佩用)한데서 유래

한 두루주머니는 모란, 국화, 연꽃 등의 다양한 화문과

행복을 상징하는 화접문 등이 나타났으며<Fig. 4>, 귀

주머니는 대부분 화(化)문을 사용하던 두루주머니와

다르게 주로 수복장생을 기원하는 십장생문양의 사용

을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시대 복식공예품에

나타난 문양은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함에 따라 남

성에게는 장수, 입신출세, 번영 등을 상징하는 십장생,

학, 호랑이, 아(亞)자문을 사용하였고, 여성은 다산(多産)

과 다남(多男)을 표현하는 길상어문, 부귀와 행복을 상

징하는 모란과 화접문을 사용하였으며, 소아는 장수,

부귀, 벽사 등을 상징하는 십장생, 모란, 호랑이 등을 사

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장신구는 용도에 따라

장수, 부귀, 행복, 선비의 기개를 상징하는 십장생, 모란,

화접문, 매화, 국화 등의 문양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

다. 이로써 당시 복식공예품에 나타난 문양은 장식적이

면서도 용도에 따라 패턴이 구별되어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남존여비, 내외법 등 남녀유별의 가부

장제도가 지배적이었던 조선시대의 유교중심적 사회관

이 반영되었을 뿐 아니라 길상, 부귀, 장수, 자손번창 등

상징적인 의미가 내재된 문양을 사용함으로써 우리 조

상들의 길상을 염원하는 기원의식을 엿볼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텍스타일 패턴구성의 요소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복식공예품의 텍스타일을

구성하고 있는 이미지의 실질을 자질로 변환시켜 과학

적 수준에서 정량화를 통해 패턴구성의 결합구조를 분

석하고자 텍스타일 구성요소인 실질(Substance), 자질

(Feature), 모듈(Module)을 살펴보았다(Kim 2006).

1) 실질(Substance)과 자질(Feature)

Kim(2006)은 시각언어이론을 전개하는데 있어 문자

언어의 문법에서와 같이 품사의 기능을 하는 자질들의

유형을 5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자질이란 실질을 시각

언어의 수준에서 이미지의 외적 실질, 즉 이미지 수준

(level of image)을 시각언어의 수준으로 치환시킨 개념

으로, 자질은 실체를 구성하는 실체가 아니라 기능적

요소(functional elements)라는 뜻에서 기능자(factor)로

Fig. 1. Ornamental

back patch.

From Huh.

(1978). p. 158.

Fig. 2. Hwalot.

From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 Korea Culture Contents 

Agency. (2004). p. 120.

Fig. 3. Embroidered belt.

From Huh. (1978). p. 172.

Fig. 4. Pouch.

From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 Korea Culture Contents 

Agency. (2004). p.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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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자질의 유형에는 실질들이 공간을 분절하

는 좌표를 나타내는 정각자질(regularity, R
f
), 기울기 등

의 자세를 나타내는 사각자질(vectoriality, V
f
), 실질이

어느 정도 휘어졌느냐 하는 곡률(曲律, curvature)을 나

타내는 현각자질(curvature, C
f
), 교차된 선들의 집합이

거나 색면으로 밀도(密度, compactness)와 강도(强度, in-

tensity)를 나타내는 감가자질(valency, sV
f
), 장소를 지정

해주는 위치자질(locationality, L
f
)로 규정하고 있다. 5가

지 유형의 자질은 <Fig.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C
1
은

현각자질, V
1
은 사각자질, sVi는 감가자질을 나타내고

있으며, R
1
은 정각자질로 시지각 공간(visual percep-

tive space)에서 각 실질들이 수평(H)/수직(V)상에서 수

평 또는 수직 전체의 길이에 대해 어느 정도의 비례를

갖는지를 나타내준다. 끝으로 위치자질은 실질들이 놓

이는 장소가 ‘적절하다’,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지정해

주는 기능으로서, 정각자질을 비롯해 앞서 언급한 모든

자질들을 재차 지정해주는 고차적인 자질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각언어이론에 기초하여 자질

에 의해 구축되는 이미지 형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자 수평과 수직(H/V), 사선, 곡선 등 3가지 이미지의 유

형을 연산적으로 정의해 줄 요소로 보았으며, 5가지 자

질 중 수평과 수직을 나타내는 정각자질, 사선들이 만

들어내는 사각자질, 곡면의 이미지를 이루는 현각자질

등을 중심으로 수학적, 정량적으로 접근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2) 텍스타일 패턴구성의 결합방식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복식공예품의 텍스타일을

구성하고 있는 이미지의 실질을 자질로 변환시켜 과학

적 수준에서 정량화를 통해 패턴구성의 결합구조를 분

석하고자 먼저, 실질을 정의해주는 자질들의 결합방식

을 다루고자 한다. 결합방식에 앞서 복식공예품에 나

타난 패턴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미지의 품소

는 직각으로 이루어진 이미지의 품소, 사변형을 만들어

내는 사선형 이미지의 품소, 곡선을 만들어내는 곡선형

이미지의 품소로 나타난다. 이러한 이미지 유형들은 연

산적으로 정의해주는 기능요소인 자질로 변환하여 수

평과 수직으로 이루어진 정각자질(rectangular feature),

사선으로 이루어진 사각자질(vectorial feature), 다양한

곡선으로 이루어진 현각자질(curvilinear feature)을 복

식공예품의 텍스타일 패턴구성요소로 간주하여, 정각

자질은 정(R), 사각자질은 사(V), 현각자질은 현(C)로

약호화하였다. 다음으로 이미지의 자질들을 토대로 연

산자 중에 (병렬), (중첩)의 두 경우 연산만을 허용

하여 병렬방식(juxtaposition)과 중첩방식(superposition)

으로 분류하였다(Han, 2011). 이는 각 자질들이 병렬과

중첩으로 결합되고 또한 연속해서 이들로 구성된 집합

들의 결합으로 전체가 연결되어 관계가 맺어지는 방식

의 상한(supremum)의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Fig. 6>은

자질들의 연결방식을 제시하고 있으며, <Fig. 7>은 A와

B의 중첩과 병렬방식을 보여주고 있다(Bunge, 1974).

3) 모듈(Module)

시각언어이론에 따르면, 자질은 실체를 구성하는 실

체가 아니라 기능적 요소를 의미하는데, 전체의 이미

지가 자질에 의해 구축된다는 뜻에서 이미지의 형성요

소라 볼 수 있다. 예컨대 모든 시각이미지는 ‘품소’로

이루어지고, ‘품소’는 이미지를 불연속적으로 나누는

단위(unit)가 되며, 분절된 부분과 부분들을 이미지 전

체에서 작용시키는 기능자로서의 종류를 나타낸다. 품

소는 형상소, 형태소, 결합소로 이루어지고, 이 중 형상

소(形象素)는 3가지 이미지의 유형들을 연산적으로 정

의해 줄 요소로써 정각자질, 사각자질, 현각자질을 말

한다(Han, 2011). 자질을 일컫는 형상소는 결합소(syn-

tagms), 형태소(morphemes) 순으로 이루어지고, 형상

소는 상소(上素, f 
D
), 후소(後素, f 

A
), 미소(尾素, f 

T
) 구

성되어 있으며, 세부적으로 상소는 a와 b, 후소는 ab와

c, 미소는 ac, bc, abc, cc 등으로 패턴의 구성요소를 포

괄하는 개념으로서 모듈이 존재한다(Kim, 2010). 

모듈은 패턴의 반복과 확장에서 나타나는데, 이로

인해 셀 패턴이 구조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셀 패턴

+·  ×·

Fig. 5. Features of five types.

From Kim. (2006). p.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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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하나의 모티브를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확장시켜

서 이루어진 패턴을 말한다. 셀 패턴에서 의미하는 모듈

이란 작은 조각이 반복되기 위해서는 기초가 되는 모티

브를 구성하는 초기값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Hur, 2011).

모듈 즉 셀 패턴을 의미하는 모티브값은 자질에 나타난

수치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데, 이는 ‘김스언어과학모

형’을 통해 자동연산으로 이루어진 값을 이용하여 규명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질의 수치에 따른 모듈의 값

은 패턴을 이루고 있는 자질이 나타내는 초기값 a와 b

의 값을 토대로 모듈(m)의 이항연산식에 따라 자동연

산법에 의해 산출될 수 있다.

따라서 모듈은 초기값 a, b를 포함한 2항 연산 모듈

값 ab, c, ac, bc, abc, cc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연

산하는 정식으로 표현하면, 모듈 m = a, b, ab, c, ac, bc,

abc, cc와 같다. 모듈 즉 m의 8개의 순서쌍의 명제는 곧

이들 패턴에 내재하고 있는 모듈의 구성을 의미한다.

또한 이미지 형성요소인 품소 중 ‘결합소’는 이들 8개

의 모듈이 어떠한 결합체에서 도출되고 연유되었는지

알 수 있다. 결합체 또는 결합소로 명명되는 것은 C/χ

로써, 이는 시각언어이론에서 상수 C와 근 χ는 이차함

수 로 표시된다. C는 이들 모듈 수열

들의 상수를 나타내고, χ는 이들을 상수로 했을 때 수

열의 모듈값이 a와 b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결합소

의 값을 산출할 수 있어 수치로 표현되며, 셀 패턴의

규칙성과 비례 정도 등 텍스타일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Hur, 2011).

2. 분석방법

앞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패턴의 구성은 자질들

과 다양한 모듈로 이루어지며, 패턴은 자질들의 반복을

특징으로 하는데 텍스타일 구성방식은 패턴의 구성절

차가 시사하는 자질들의 ‘반복(repetition)’과 ‘유사(re-

semblance)’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패턴구성은 반복과 유사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을 의미하는데, 즉 동일한 패턴단위인 자질 단위가 다

수 반복됨으로써 총체적인 맥락의 ‘반복구조’(repeti-

tive structure)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반복이란 패턴의 자질들이 일대일의 관계라든가 일

대다(多)의 관계와 같은 수량적 크기의 비례적 관계로

증폭과 감소의 구성적 연관관계로 이루어진다. 패턴은

자질집단이 갖는 상대적 규모와 반복이 이루어지는 성

질에 따라 나타난 유사한 정도를 알 수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유사비(similarity ratio)라 할 수 있다. 유사

또한 패턴의 전체적인 형태가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특징으로, 하나의 자질이 반복하되 자질과 자질 간에

특정한 규모의 유사비가 동반됨으로써 반복이 이루어

진다(Hur, 2011). 유사성(similarity)이란 ‘형상들의 관

계적 특성’을 의미하는데, 패턴은 어떤 차원에 있어서

규칙성을 의미한다(Bovil, 1996). 따라서 패턴은 형식

적 단위가 축소 또는 확대되는 크기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되고, 여기에서 크기의 의미는 형상들이 수직, 수

평의 방향에서 모두 같은 인자(factor)로 확대 혹은 축

소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시스템의 부분과 전

체와의 물리적 상응성(correspondence)이나 기하학적 유

사의 관계를 통해 자기유사성의 패턴이 생성된다고 할

수 있다(Lesmoir-Gordon et al., 2000).

이로써 패턴은 하나의 자질이 반복하되 자질과 자질

간에 특정한 규모의 유사비가 동반됨으로써 반복이 이

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임의의 자질집단 안에서 반복

과 유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평균 반복비’(average re-

petition ratio)와 ‘평균 유사비’(average similarity ratio)라

χ 1 1−4c[ ]± 1/2
2⁄=

Fig. 7. The claculation of features.

From Han. (2011). p. 78.

Fig. 6. The connection method of features.

From Han. (2011). p.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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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수를 평균한 수준을 파악할 수 있으며, 하나의 직

조작품(weaving craft work)으로서 패턴이 가질 수 있는

구성적 특성은 종합적인 차원에서 평균 반복비와 평균

유사비의 집합구조를 드러내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Eq. 1>−<Eq. 2>와 같으며, 여기

서 C는 상수를 나타내고 χ는 이차함수의 정식의 근을,

a는 이 수열의 초기값을 나타낸다.

평균 반복비(Rave)는 ..... Eq. 1.

평균 유사비(Save)는 ..... Eq. 2.

또한 Hur(2011)에 따르면, 반복과 유사는 패턴을 구

성하는 특성일 뿐 아니라 확장구성(extention composi-

tion)과 공간차원(spacial dimension)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 하였으며, 확장과 공간차원은 반복과 유사비의

곱의 크기와 나눔의 관계에 비례한다고 한 바 있다. 여

기서 말하는 확장이란 왜소함과 장대함으로 이해되는

지각 심리적 스케일을 지칭한 것으로, 패턴의 구성조

직이 갖는 크기를 인지할 수 있는 심리적 크기라 할 수

있다. 공간차원은 프랙탈(fractal)차원의 규모를 잘 나

타낸다고 할 수 있는데, 프랙탈(fractal)은 언제나 부분

이 전체를 닮는 자기 유사성(self-similarity)과 소수(小

數)차원을 특징으로 갖는 형상을 일컫는다. 이에 텍스

타일에 나타난 확장규모(E)와 공간차원(SD)을 파악하

고자 만델브로(B. Mandelbrot)가 창시한 공간의 프랙

탈을 규정하는 정식을 적용하여 식으로 나타내면 <Eq.

3>−<Eq. 4>와 같다(Mandelbrot, 1979).

..... Eq. 3.

    ..... Eq. 4.

따라서 위의 <Eq. 3>−<Eq. 4>가 나타내는 것은 확

장이 공간차원의 규모를 예상하게 하고, 공간차원은 확

장 위에서 이루어지는 여백과 채움의 관계와 그에 따

른 비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IV. 연구결과 및 분석

1. 복식공예품의 텍스타일 패턴구성에 따른 유형

분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먼저 복식공예품의 텍스타

일에 나타난 자질들의 구성방식을 토대로 패턴구성의

유형을 분류하면 <Table 2>와 같다. 자질들의 결합방식

에 근거하여 정각자질은 ‘정(R)’, 사각자질은 ‘사(V)’,

현각자질은 ‘현(C)’으로 자질들을 약호화한 다음 이들

을 병렬( )이나 중첩( )에 의한 결합방식으로 표현하

였다. 공통된 자질들의 조합과 연결방식은 하나의 유

형으로 분류하고, 그 밖의 다른 자질들의 조합은 새로

운 유형으로 간주하여 분류하였으며, 복식공예품 전체

시료 55점을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7가지 유형으로 나

타났다(Table 2).

2. 복식공예품의 텍스타일 패턴구성 유형분류에

따른 문양의 출현빈도

위의 내용을 토대로 복식공예품 55점에 대한 유형분

류에 따른 문양의 분포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형바탕에 현각패

턴구성의 유형 7이 전체 복식공예품 중 47%(26점)로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다각형 바탕의 현각패턴

구성의 유형 3이 31%(17점)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 정각바탕의 현각패턴구성의 유형 2가 7%(4점), 원

사각바탕에 정각패턴과 현각패턴으로 구성된 유형 5는

Rave C/
1

2
--- χ a+( )=

Save C/χ=

E Rave Save× C/1
2
--- χ a+( )⎝ ⎠

⎛ ⎞ C/χ( )= =

SD Rave/ Saveloglog C/1
2
--- χ a+( )⎝ ⎠

⎛ ⎞/ C/χ( )loglog= =

= C/χ( ) 1–
C/1

2
--- χ a+( )⎝ ⎠

⎛ ⎞loglog

+·  ×·

 
Table 2. The classification as the textile patterns-composition for the costume craftworks

N Classification Definition

1 (R R) (R C) It is a parallel composition of rectangular patterns and curvilinear patterns in a rectangular form. 

2 (R R) (C C) It is a parallel composition of curvilinear patterns in a rectangular form.

3 (R V) (C C) It is a parallel composition of curvilinear patterns in a trapezoid form.

4 (V V) (R V) It is a parallel composition of curvilinear patterns and vectorial patterns in a triangle form.

5 (C R) (R C) It is a parallel composition of rectangular patterns and curvilinear patterns in a curved quadrangle form.

6 (C C) (C R) It is a parallel composition of curvilinear patterns and rectangular patterns in a circle form. 

7 (C C) (C C) It is a parallel composition of curvilinear patterns in a circle form.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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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점) 그리고 정각바탕에 정각패턴과 현각패턴의 병

렬구성의 유형 1과 삼각바탕에 정각패턴과 사각패턴구

성의 유형 4는 각 4%(2점), 원형바탕에 현각패턴과 정각

패턴으로 구성된 유형 6은 2%(1점)로 나타났다.

또한 구체적으로 복식공예품의 유형분류에 따른 패

턴의 출현빈도를 살펴보면<Table 5>, 유형 7의 식물문

24%(13), 유형 3의 복합문 18%(10), 유형 7의 복합문 16%

(9), 유형 3의 식물문 13%(7)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유형 1의 복합문, 유형 7의 동물문과 길상문은 각 4%

로 나타났다. 이를 전체 패턴의 출현빈도로 종합해보

면 복합문 47%, 식물문 38%, 길상문 9%, 동물문 4%,

기타 2% 순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

선시대 복식공예품은 곡선으로 이루어진 현각자질의

형태와 사선으로 이루어진 사각자질의 형태 위에 복합

문과 식물문양이 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와 같은 문양의 사용으로 여성 고유의 섬세함과 장식

적 표현이 두드러진 것으로 사료된다.

3. 복식공예품의 유형별 표본시료 선정 및 표본

자질 추출

본 절에서는 앞서 언급한 복식공예품의 텍스타일 패

턴구성에 따른 유형별 분류를 토대로 텍스타일 구성요

소의 실질인 자질을 중심으로 표본화 절차를 통하여

표본시료를 선정하였다. 표본시료 선정은 복식공예품

을 구성하고 있는 패턴요소들이 지닌 시각적 차별성과

유사성을 기준으로 시료를 추출하여 최종 선정하였다.

시료의 선정기준은 서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패턴구성

을 보여주는 유형의 시료는 대표성을 인정하였으며, 유

형이 나타내는 자질들의 집합구조를 특징적으로 볼 수

있거나 패턴구조가 두드러진 시료를 중심으로 선정하

여 표본시료에서 자질들의 추출을 비교적 용이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복식공

예품의 텍스타일 패턴구성에 따른 유형과 그에 따른

표본시료 20점이 선정되었다.

<Table 4>를 토대로 선정한 패턴의 표본시료가 보여

주는 구성절차를 분석하기에 앞서 각 표본시료들이 갖

는 규격들의 실질을 측정하고, 측정된 실질의 규모를

자질로 환산하였다. 이에 시각언어이론에서 명명하고

있는 5가지 자질 중 본 연구와 직접 연관성을 갖는 자

질은 정각자질(rectangular feature, R
f
), 사각자질(vecto-

rial feature, V
f
), 현각자질(Curvilinear feature, C

f
)을 분

석범위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패턴구성요소의 자질의 값을 파악하

기 위하여, 김스시각과학연구소의『새 표준 정각자질,

사각자질, 현각자질, 시감단위 표』에 근거하여 정각자

Table 3. The frequency of patterns as the classification of textile patterns-composition of the costume craftworks

N Classification
Type of patterns

Total
Animal Plant Good fortune Compound Other

1 (R R) (R C) 2  2 (  4%)

2 (R R) (C C) 4  4 (  7%)

3 (R V )(C C) 7 10  17 ( 31%)

4 (V V) (R V) 1 1  2 (  4%)

5 (C R) (R C) 1 1 1  3 (  5%)

6 (C C) (C R) 1  1 (  2%)

7 (C C) (C C) 2 13 2 9  26( 47%)

Subtotal 2 (  4%) 21 ( 38%) 5 (  9%) 26 ( 47%) 1 (  2%) 55

Table 4. The sample testing materials of the costume craftworks

N Classification Sample Features (sN)

1 (R R) (R C)

No. 1 (s1) Ornamental back patch.

From Huh. (1978). p. 158.

No. 2 (s2)  Embroidered belt.

From Huh. (1978). p. 172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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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ntinued

N Classification Sample Features (sN)

2 (R R) (C C)

No. 3 (s3) Hwalot.

From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 

Korea Culture Contents Agency. (2004). 

p. 120.

No. 5 (s4) Ornamental breast patch.

From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 Korea Culture Contents 
Agency. (2004). p. 88.

No. 6 (s5) Ornamental breast patch.

From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 Korea Culture Contents Agency. 
(2004). p. 107.

3 (R V) (C C)

No. 7 (s6) Pouch. 

From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 Korea Culture Con-
tents Agency. (2004). p. 157.

No. 10 (s7) Pouch.

From Huh.

(1978). p. 189

No. 17 (s8) Pouch.

From Huh.

(1978). p. 188

No. 12 (s9) Ornament.

From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 Korea Culture Contents
Agency. (2004). p. 347.

4 (V V) (R V)

No. 24 (s10) Pendant.

From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 Korea Culture Contents Agency.
(2004). p. 177.

No. 25 (s11) Ornament.

From Huh. 

(1978). p. 235.

5 (C R) (R C)
No. 26 (s12)

Wrist protector for archers.

From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 Korea Culture Contents Agency.
(2004). p. 115.

No. 28 (s13)

Trinkets for perfume case.

From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 Korea Culture Contents
Agency. (2004). p. 178.

No. 10 (s7)

Trinkets for perfume case.

 From Huh. (1978). p. 177

6 (C C) (C R)

No. 27 (s15)  Wrist band. From Huh. (1978). p. 161.

7 (C C) (C C)
No. 30 (s16) Pouch.

From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 Korea

Culture Contents Agency.
(2004). p. 164.

No. 36 (s17) Pouch.

From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 Korea Culture

Contents Agency.
(2004). p. 171.

No. 40 (s18)

Pouch pendant.

From Huh.

(1978). p. 181.

No. 48 (s19)

Eyeglasses case.

From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

Korea Culture Contents 
Agency. (2004). p. 150.

No. 53 (s20) Fan.

From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 Korea Culture

Contents Agency.
(2004). p. 341.

Total  20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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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패턴이 갖는 구성구조를 수평에 대한 수직의 정접

(正接, tangent) 즉 수평에 대한 수직의 비례값인 H/V로

정의하여 각 A(자질각, 이하 ∠A)에 따라 정접의 크기

를 삼각함수로 표시하였다. 사각자질과 현각자질 또한

각 ∠A에 따른 정현(正弦, sin)과 여현(餘弦, cos)을 사

용한 정식 τ와 ρ에 대한 값을 구하였다. 이와 같이 각

각의 표본시료 ∠A의 값을 구하면, 표본시료의 자질값

을 유추할 수 있으며, 표본시료의 H(가로축의 위치)와

V(세로축의 위치)를 알면 표본시료의 3대 자질값을 유

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표본시료의 자질들의 성분을

표로 작성하면 <Table 5>와 같다.

제시한 <Table 5>는 조선시대 복식공예품의 텍스타

일 패턴구성성분들을 자질로 나타낸 결과로, 선정된

표본시료 20개 패턴성분의 자질들을 추출하여 수리(數

理)처리한 분석표라 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표본시료

1번부터 20번까지의 수평에 대한 수직의 비례값 즉 H

와 V가 이루는 실질적 규모의 자질들은 ∠A = 78에서

최대값을 나타내고, ∠A = 10.5에서 최소치로 나타났으

며, 일반적으로 대다수가 ∠A = ±45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조선시대 여성들에 의해 제작된 복식공예품

은 H/V(수평과 수직)의 정접에 따른 형태를 기준으로,

전체 규모면에서 복식공예품을 구성하는 공간지각과

이에 따른 비례체계로 볼 수 있으며, 비교적 일정한 형

식과 규범에 따른 과장되지 않은 고유의 양식적 특성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복식공예품의 텍스타일 패턴구성 유형별 표본

시료의 모듈표

앞의 <Table 5>에서 밝혀진 자질에 따라 각 표본시

Table 5. The sample features of sample testing materials

Sample

feature

Sample

Testing materials

A (angle) hf
D 
 (half distance) Γ (R 

f
) τ (V 

f
) ρ (C 

f
) S

o

1 59.5  0.5890 1.6977 - 1.3933 0.661

2 10.5  0.1853
-1

0.1853 - 0.2577 0.117

3 67.0  0.4245 2.3559 1.8521 1.8096 0.744

4 45.5  0.9827 1.0176 1.0324 1.0088 0.506

5 46.0  0.9657 1.0355 1.0417 1.0179 0.511

6 46.5  0.9490 1.0538 1.0512 1.0272 0.517

7 48.5  0.8847 1.1303 1.0921 1.0671 0.539

8 53.0  0.7536 1.3270 1.2024 1.1749 0.589

9 78.0  0.2126 4.7046 3.4803 3.4003 0.867

10 27.0  0.5095
-1

0.5095 0.6274 - 0.299

11 42.5  0.9163
-1

0.9163 0.9337 - 0.472

12 49.0  0.8693 101504 - 1.0778 0.544

13 51.0  0.8098 1.2349 - 1.1236 0.567

14 49.0  0.8693 1.1504 - 1.0778 0.544

15 52.0  0.7813 1.2799 - 1.1485 0.578

16 43.5  0.9490
-1

0.9490 - 0.9735 0.483

17 37.5  0.7673
-1

0.7673 - 0.8609 0.417

18 40.0  0.8391
-1

0.8391 - 0.9090 0.444

19 66.5  0.4348 2.2998 - 1.7733 0.739

20 45.0  1.0000 1.0000 - 1.0000 0.500

A = angle, hf
D

= half distance, Γ = rectangular feature, R
f
, τ = vectorial feature, V

f
, ρ = Curvilinear feature, C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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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의 자질들이 나타내는 모듈은 자동연산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방법은 각 표본시료의 자질이 나타내는 초

기값 a와 b의 값을 토대로 모듈 m의 이항연산식에 따

라 자동연산 될 수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Table 6>과

같다.

제시한 <Table 6>에서는 표본시료 1번부터 20번이 내

포하고 있는 ‘형상소’(figuremes)의 다양성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형상소는 결합소, 형태소로 이

루어지고, 결합소는 C/χ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김스이

론에서 상수 C와 근χ는 이차함수 χ = 1±[1−4c]
1/2

/2로

표시되며, C는 이들 모듈 수열들의 상수를 나타내고 χ

는 이들을 상수로 했을 때 수열의 모듈값이 a와 b를 결

정한다. 형상소는 상소 = a, b 후소 = ab, c 미소 = ac,

bc, abc, cc를 총괄하는 역할로써 모듈(m) = a, b, ab, c,

ac, bc, abc, cc으로 8개의 순서쌍의 명제는 곧 이들 표

본시료가 내재하고 있는 모듈들의 명열표가 된다.

예컨대, <Table 5>에서 제시한 표본시료 3번의 경

우, 자질값은 ∠A = 10.5, hf
D
(half distance) = 0.4245로

곧 χ값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표본시료 3번의 χ값

(0.4245)을 ‘김스언어과학모형’의『시각언어 형상소 2차

원 배수자질 군』에 근거하여 모듈 현황을 살펴보면, 가

장 근접한 0.4142로 볼 수 있으며, 상수 C의 값은 0.5858,

형태소는 S-,[S,-O], 초기값인 상소(a, b)는 0.7071, 0.2929,

2항 연산모듈로 후소(ab, c)는 0.2071, 0.0858, 미소(ac,

bc, abc, cc)는 0.0607, 0.0251, 0.0178, 0.0074로 나타났

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Table 6>의 결과는 조선시대 여성들이 복식

공예품에 사용된 패턴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모듈이

총 160개이며, 모듈을 생성하는 결합소(C/χ) 20개의 다

양성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결합소가 다양하다는 것은 결합소의 크고 작은 값을 통

해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르면 조선시대 여성들이 패턴

의 구성에 사용했던 모듈의 양태는 황금비(golden pro-

portion,≒ 1.6180)와는 다른 금강비(金剛比, ≒1.4142)

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금강비례란 황금비례

보다 더 실용적이면서 우리 민족이 선사시대부터 사용

해왔던 :1의 무리수 비례로, 우리 조상들의 오랜 경

험과 관습에 의해 계승되었다. 금강비례는 통일신라시

2

2

Table 6. The frequency of modules for the sample testing materials

Figure

Sample

feature

Syntagms (C/χ) Morphemes Constant

C χ hK-LANG a b ab c ac bc abc cc

1 0.9290 0.5858 S-, [S, [S,[O]]] 0.6306 0.3694 0.2329 0.1365 0.0861 0.0504 0.0318 0.0186

2 0.2240 0.1885 S-,S,[S5, S3,-O] 0.8414 0.1586 0.1334 0.0251 0.0212 0.0040 0.0034 0.0006

3 0.5858 0.4142 S-,[S,-O] 0.7071 0.2929 0.2071 0.0858 0.0607 0.0251 0.0178 0.0074

4 1.9701 0.9900 S-,S,[S, [O70]]] 0.5025 0.4975 0.2500 0.2475 0.1244 0.1231 0.0619 0.0613

5 1.8986 0.9658 S-,S,[S, O20,]]] 0.5087 0.4913 0.2499 0.2414 0.1228 0.1186 0.0603 0.0583

6 1.8284 0.9417 S-,[S,[S,[O11.4,]]] 0.5150 0.4850 0.2498 0.2353 0.1211 0.1141 0.0588 0.0553

7 1.6439 0.8762 S-,S,[S, [O5]]] 0.5330 0.4670 0.2489 0.2181 0.1162 0.1019 0.0543 0.0476

8 1.2929 0.7421 S-,[S,[S,[O2]]] 0.5751 0.4249 0.2445 0.1815 0.1042 0.0773 0.0444 0.0329

9 0.2580 0.2127 S-,S, [S4, [O]]] 0.8246 0.1754 0.1446 0.0308 0.0254 0.0054 0.0045 0.0009

10 0.7071 0.4783 S-,[S,[S,[O7.7]]] 0.6765 0.3235 0.2189 0.1047 0.0708 0.0399 0.0229 0.0110

11 1.7868 0.9272 S-,S,[S, [O9]]] 0.5189 0.4811 0.2496 0.2315 0.1201 0.1114 0.0578 0.0536

12 1.6439 0.8762 S-,S,[S, [O5]]] 0.5330 0.4670 0.2489 0.2181 0.1162 0.1019 0.0543 0.0476

13 1.4643 0.8093 S-,[S,[S,[O3]]] 0.5527 0.4473 0.2472 0.2001 0.1106 0.0895 0.0495 0.0400

14 1.7336 0.9084 S-,S,[S, [O7]]] 0.5240 0.4760 0.2494 0.2266 0.1187 0.1079 0.0565 0.0513

15 1.4142 0.7900 S-,[S,[S,[O.2.6]]] 0.5586 0.4414 0.2466 0.1948 0.1088 0.0860 0.0480 0.0379

16 1.8284 0.9417 S-,[S,[S,[O11.4,]]] 0.5150 0.4850 0.2498 0.2353 0.1211 0.1141 0.0588 0.0553

17 1.3644 0.7690 S-,[S,[S,[O2.3]]] 0.5636 0.4334 0.2443 0.1879 0.1059 0.0814 0.0459 0.0353

18 1.5387 0.8384 S-,[S,[S,[O3.5]]] 0.5459 0.4541 0.2479 0.2078 0.1135 0.0944 0.0515 0.0432

19 0.6250 0.4354 S-,[S,[S2[O3,-O]]] 0.6967 0.3033 0.2113 0.0920 0.0641 0.0279 0.0194 0.0085

20 1.9785 0.9928 S-,[S,[S,[O100]]] 0.5018 0.4982 0.2500 0.2483 0.1246 0.1237 0.0621 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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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석굴암과 부석사 무량수전을 비롯해 우리나라 역

대 건축물에서 볼 수 있으며, 서구의 황금비례와 달리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Kim,

2011). 특히 석굴암 불전은  장방형 비례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부분과 전체에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

고 있는 원리가 응용된 것이다(Han, 2011). 따라서 복식

공예품의 패턴구성에 사용된 모듈은 전형적인 결합체

(C/χ)에 의해 생성되었으며, 한국의 고미술과 고건축에

서 볼 수 있는 비례( :1) 즉, 0.4142, 0.5858, 0.7071,

0.8284, 1.4142, 1.8284의 모듈로 나타남으로써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금강비례는 삼국

시대 이후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오랜 경험과 관습에

따른 우리 고유의 예술양식으로 이어져 조선시대 여성

들의 예술영역은 물론 일상생활의 수공예품에도 미적

근원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복식공예품의 텍스타일 패턴구성의 특성 분석

본 절에서는 복식공예품의 패턴구성방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Table 5>에 제시한 이미지의 실질로서 자질값

과 <Table 6>에서 제시한 자질의 특정한 모듈을 토대로

복식공예품이 하나의 직조작품으로써 패턴이 가질 수

있는 구성을 종합적 차원에서 다루고자 평균 반복비와

평균 유사비를 분석하였으며, 또한 텍스타일 패턴이 차

지하는 채움과 여백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확장

규모와 공간차원의 정식에 따라 표로 작성하면 <Table

7>과 같다.

제시한 <Table 7>은 표본시료 1번부터 20번까지의

형상소를 평균 반복비, 평균 유사비, 확장규모, 공간차

원을 파악하기 위해 앞서 제시한 <Eq. 1>−<Eq. 4>의

식에 적용한 것으로 그 결과에 따르면, 조선시대 패턴

의 평균 반복비는 최소 0.4에서 최대 2.6 안에 분포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수치는 각각의 자질당 평균

반복횟수가 0.4~2.6으로 1회 반복시 ±0.4142~±2.4142

의 간격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반복비의 수치가 높다는 것은 텍스타일에 같은

형태의 셀 반복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패턴

이 차지하고 있는 밀도와도 관련이 깊다. <Table 7>에

2

2 2

Table 7. The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textile patterns-composition for the costume craftworks

Figure

N

Syntagms (C/χ)
Repetition ratio Similarity ratio Extension scale Spatial dimension

C χ

1 0.9290 0.5858 1.5275 1.5858 2.4224 0.9189

2 0.2240 0.1885 0.4350 1.1885 0.5169 −4.8248

3 0.5858 0.4142 1.0499 1.4142 1.4848 0.1269

4 1.9701 0.9900 2.6400 1.9900 5.2536 1.4107

5 1.8986 0.9658 2.5752 1.9658 5.0623 1.3995

6 1.8284 0.9417 2.5103 1.9417 4.8742 1.3870

7 1.6439 0.8762 2.3331 1.8762 4.3772 1.3466

8 1.2929 0.7421 1.9631 1.7422 3.4201 1.2149

9 0.2580 0.2127 0.4974 1.2130 0.6033 −3.6167

10 0.7071 0.4783 1.2246 1.4784 1.8105 0.5183

11 1.7868 0.9272 2.4712 1.9271 4.7622 1.3791

12 1.6439 0.8762 2.3331 1.8762 4.3774 1.3462

13 1.4643 0.8093 2.1502 1.8093 3.8904 1.2912

14 1.7336 0.9084 2.4206 1.9084 4.6195 1.3678

15 1.4142 0.7900 2.0973 1.7900 3.7542 1.2722

16 1.8284 0.9417 2.5103 1.9417 4.8742 1.3870

17 1.3644 0.7690 2.0477 1.7690 3.6224 1.2566

18 1.5387 0.8384 2.2231 1.8384 3.1910 1.3122

19 0.6250 0.4354 1.1041 1.4354 1.5848 0.2739

20 1.9785 0.9928 2.6475 1.9928 5.2759 1.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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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바와 같이, 표본시료 20번과 4번은 2.64 이상으로

다른 시료보다 평균 반복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셀 형태의 모티브들이 매우 세밀하고 변화가 많

으며, 복잡한 형태를 이루고 있어 패턴의 밀도가 높음

을 의미한다. 반면, 표본시료 2번과 9번은 다른 시료에

비해 반복비의 수치가 현저하게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셀 형태의 반복이 단순하고 변화가 적으며 규칙

적인 것을 의미하는데, 셀 패턴의 모티브가 많이 반복

되지만 모티브의 형태의 변화가 적고, 하나의 모티브

가 규칙적으로 반복되어 안정적이고 단순한 형태를 이

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복식공예품에 나타난

텍스타일 패턴구성은 동일한 패턴단위인 자질단위가

다수 반복됨으로써 총체적인 맥락의 ‘반복구조’를 드

러낸다고 할 수 있으며, 이로써 복식공예품에 나타난

패턴은 비슷한 수치를 가진 자질들의 반복으로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평균 유사비는 패턴의 자질당 가장 큰 자질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비율로써, 이 비율은 ±1.4142~

±1.8284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평균적으로는 1.6213

으로 초기값 a, b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복식공예품의 텍스타일 패턴에 나타난 반복비

와 유사비는 복식공예품 내(內)에서 이상적인 비례와

조화에 근거하여 완성되었으며, 단적으로 우리 민족의

미적 규범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확장규모와 공간차원의 결과를 살펴보면,

확장규모는 최소 ±0.5에서 최대 ±5.3로, 이 수치는 0 이

상에서 5에 이르는 진폭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한 패

턴이 가지고 있는 H(가로축의 위치)에 대한 V(세로축

의 위치)의 규모가 작을수록 0에 근접하고, H에 대한 V

가 클수록 5에 이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5배 내외의 규모에서 패턴의 왜소함과 장대함의 차이

를 느낄 수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표본시료 2번과 9번

은 규모의 측면에서 왜소함을 보여주는 사례이고, 반면

표본시료 4번과 5번의 패턴은 규모의 측면에서 장대함

을 보여주는 결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료는

3.1~4.8에 이르러 복식공예품의 패턴이 차지하는 규모

는 비교적 웅장함을 느낄 수 있는 대담한 확장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공간차원은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

소 −0.48에서 최대 1.4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

간의 진폭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수치는 여백공간과 채움공간 즉 패턴이 차지하는 공간

의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표본시료 2번의 경우 가장

낮은 수치 −4.8로 나타났는데, −4.8차원이란 채움공간

이 큰 반면 여백공간이 그만큼 작기 때문에 밀집도가

높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표본시료 20번과

4번은 최대 1.4차원의 경우로 패턴이 채움공간이 적은

반면 여백공간이 그만큼 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

로 나타났으며, 몇몇의 시료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료가

1.2 이상의 수치로 여백을 갖는 구조로 나타났다. 따라

서 조선시대 복식공예품의 텍스타일 패턴구성은 대부

분 채움공간보다 여백공간을 많이 가진 구조로써, 우

리나라 건축, 회화, 도자기 등 문화재나 예술품에서 볼

수 있는 여백의 미와 일치하는 구성양식이라 할 수 있

으며, 이는 우리 고유의 예술양식인 자연주의에 따른

미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조선시대의 복식공예품은 당시 여인들이 유교사상

의 가부장제도에 의해 억압적이고 제한된 삶의 답답함

과 지루한 일상을 보내야하는 생활 속에서 침선 즉 바

느질에 의해 완성된 생활공예품이자 예술작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복식공예품은 장식적이고 기능적인 표

면적(表面的) 측면 외에도 길상, 부귀, 장수, 자손번창

등을 염원하는 문양의 사용으로 우리 조상의 고유한

미의식이 내재된 독창미를 엿볼 수 있어 오늘날 그 가

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공예품으로써 장식적이면서

완성도가 높은 복식공예품 55점을 중심으로 수리적,

과학적 접근이 가능한 시각언어이론을 통해 복식공예

품의 텍스타일 패턴구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조선시대 복식공예품에 내재된 여성의 미의식을 규명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복식공예품에 나타난 시각

요소인 실질을 수평과 수직을 나타내는 정각자질(R),

사선으로 이루어진 사각자질(V), 곡선으로 이루어진 현

각자질(C) 등으로 규정하고, 병렬과 중첩의 구성을 토

대로 복식공예품의 텍스타일 패턴구성유형을 7가지로

분류하여 사용된 문양의 출현빈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살펴본 결과, 조선시대 복식공예품은 원형바탕에 현각

패턴 구성의 유형과 다각형의 현각패턴 구성의 유형이

높게 나타났으며, 문양의 출현빈도는 길상을 상징하는

다양한 문양이 혼합된 복합문과 율동감을 엿볼 수 있

는 곡선적인 식물문의 사용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로써 조선시대 복식공예품은 당시 여성의 고유한 섬세

함과 상징적·장식적 표현이 두드러진 생활 속의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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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다음으로 패턴구성유형별 분류에 따른 복식공예품

의 표본화 절차를 통해 표본시료 20점을 선정하고, 이

를 토대로 표본시료 20점의 자질을 수량화한 다음 시

각언어과학모형을 통해 자질들의 구조를 수리적인 값

으로 추출하여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이에 따른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복식공예품의 텍스타일 구성이미지에 따른 자

질값은 H/V 정접의 크기를 기초한 것으로 텍스타일을

구성하는 규모면에서 대체적으로 일정한 형식과 규범

에 따른 공간지각과 비례체계를 보이며, 과장되지 않은

고유의 양식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복식공예품의 텍스타일 패턴에는 임의의 구조에

기반한 모듈이 존재하고, 이들 모듈에 의해 패턴이 구

성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모듈을 생성하는 결합소는

C/χ(결합소) = ± {0.4142, 0.5858, 0.7071, 0.8284}

의 구조로 나타남에 따라 우리나라 고건축물에 나타난

금관비의 양식과 동일한 비율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패턴구성을 통해 나타난 전체 형태는 동

일한 패턴단위인 자질단위가 다수 반복됨으로써 총체

적인 맥락의 반복구조로 나타났으며, 특히 비슷한 수

치를 가진 자질들의 반복으로 이루어진 구성으로 나타

났다. 또한 패턴에 나타난 반복비와 유사비는 복식공

예품 내에서 이상적인 비례와 조화에 근거하여 구성되

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복식공예품에 나타난 패턴의

전체 구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확장규모와 공간차

원은 패턴이 차지하는 규모에 있어 비교적 웅장함을

느낄 수 있는 대담한 확장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채움

공간보다 여백공간을 많이 가진 구조로써 여백을 중시

한 미적 감각을 엿볼 수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시대 복식공예품은

오늘날 이상적(理想的) 조형의 근간을 이루는 황금비

수열이 시사하는 통일성은 존재하지 않는 반면 한국의

고(古)미술과 고(古)건축물인 석굴암에서 볼 수 있는

건축 축조형식이나 무량수전의 목조형식에 나타난 금

강비례와 궤를 같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

나라 고유의 비례체계를 드러낸 미적 양식의 표현으로

볼 수 있으며, 삼국시대 이후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오랜 경험과 관습에 따른 우리 고유의 예술양식으로

이어져 조선시대 여성들의 예술영역은 물론 일상생활

의 수공예품에도 미적 근원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수기법을 이용한 패턴구성으로 완성된 복식

공예품은 전체적인 규모면에서 웅장함과 대담한 패턴

양식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백공간을 많이 가

진 구조로 나타났는데, 즉 패턴이 차지하는 채움공간

보다 여백공간을 많이 가진 구조를 토대로 인위적이지

않고 불완전하나 넉넉함을 잃지 않는 심미적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표현양식은

우리 문화의 전반에서 나타난 자연주의 특성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으며, 이로써 우리 조상은 생활전반

에서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고 여백의 미에 기초한 예

술활동을 보여준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끝으로, 복식공예품에 나타난 텍스타일 패턴구성은

패턴의 자질이 갖는 평균 반복비와 평균 유사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복식공예품 내에서 이상적인 비례와

조화에 근거하고 있으며, 비교적 웅장함을 느낄 수 있

는 대담한 확장규모와 여백을 통한 공간차원의 확장구

조를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복식공예품에 나타난

텍스타일 패턴구성은 부분과 부분이 조화를 이루고 있

으며, 전체가 모든 부분적 요소를 포용하고, 전체와 부

분이 함께 어우러져 나타나는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복식공예품에 나타난 패

턴구성은 전체를 이루는 각 요소들이 독자적으로 존재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별요소들 간에 유기적 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분리된 부분들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

의 통합되어 있는 전체로 파악하는 미의식이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전체와 부분을 동일시하고

전체를 하나로 이해하려는 우리 조상의 우주관 혹은

세계관이 반영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정성적 연구(qualitative studies)

로 이루어진 복식공예품을 중심으로 인문학적 연구를

동반한 융복합적 접근을 시도하여 과학적으로 미적 양

식을 규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수학적, 과학

적 연구모형을 통한 분석방법은 예술 관련 분야에서의

활용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으며, 나아가 우리 고유의

패션문화상품 개발을 위한 텍스타일 디자인 분야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시각언어이론을 토대로 복

식공예품에 나타난 시각이미지 형성요소인 실질의 자

질 중 형태를 구성하는 정각자질, 사각자질, 현각자질

을 중심으로 수리적 정량화를 통한 자료분석이 이루어

졌으며, 향후 복식공예품의 전체 이미지를 형성하는

색면의 밀도 및 강도의 감가자질과 위치자질을 중심으

로 수리적 정량화를 통한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복식공

예품에 내재된 미적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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