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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aekwondo uniform has remained consistent since it was officially designed in a V-neck form in

1976. Taekwondo is a martial art that emphasizes social etiquett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ress in a

uniform that reflects Korean traditions and ancient oriental philosophy. However, the current official uniform

has limitations in endowing traditionality and many usability problems. Thus, recognizing the problems rai-

sed with the uniform, the Kukkiwon (World Taekwondo Headquarters) developed a new style official uni-

form in 2011. This study is to endow traditional meaning to a new style uniform and proposes some design

modifications that can convey a more traditional adequacy. The development of the new official uniform

began with a specific plan for change from the existing uniform, this study as subsequent work is significant

in that its endowment of symbolism and modification proposal is for the actual execution and global disse-

mination of traditional Taekwondo cultur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e can endow

Korea's traditional historicity and symbolism to the new uniform in form and colors. All contents of the

design (in which the front side is open, the top is adjusted rightward, the rear length is shorter than the

front length, comfort provided by side vents, dual collars for children's uniforms, and a belt) are adapted

from the Korean traditional costume. Consequently, historicity can be endowed to the uniform. It is also

confirmed that the traditional oriental philosophy including heaven and earth (天地), Yin-Yang (陰陽), and

Five Elements (五行) can be endowed in the use of colors. Second, in order to project deeper historicity and

symbolism to the form of the new uniform, this study proposes design modifications based on the selection

as an item of Simui (深衣), a type of traditional clothing that contains a high symbolism similar to the Tae-

kwondo uniform. It proposes giving shape to the practice of manners, the righteous life, and the straightfor-

ward mind by modifying the design of the uniform in the fish belly part of the sleeves, collars, back stit-

ches, and side seams.

Key words: Taekwondo, Taekwondo uniform, Kukkiwon, Sim-ui (Shenyi), Symbolism; 태권도, 태권도복,

국기원, 심의(深衣), 상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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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현재 착용되는 태권도복은 1976년에 탄생한 이래 형

태상 큰 변화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태권도는 예시예

종(禮始禮終)의 무예이다. 따라서 한민족의 전통과 고대

동양의 예사상이 합리적으로 반영된 도복을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복의 전통과 가치를 높이는 일은 곧

탄탄한 역사적, 철학적 기반 위에 태권도의 위상을 정립

시키는 일과 일맥상통하기에 그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

다. 그런데 현재의 공인도복은 전통성을 부여하는데 한

계가 있고, 실용적인 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그동안 태권도복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을 인지한 국기원(國技院)에서 2011년에 신형 공

인도복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국기원에서 개발한 신형 도복에 투영할 수

있는 전통적 의미를 제언하고, 나아가 현재 개발된 도

복 이상으로 전통적 타당성을 함유시킬 수 있는 디자인

으로 세부 형태를 수정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까지 태권도복에 관한 선행연구는 도복의 변천과

정에 관한 개략적 정리(Gwon, 1998; Kim, 2008), 상징성

부여(Lee, 1997, 2005; Yun, 2007), 디자인 개발(Jeong,

2005; Y. H. Kim et al., 2009), 기능성 보완(Jeon, 2002;

Jeon et al., 2003; Jeong, 1990; Kim & Choi, 2004; Kim,

2009; S. H. Kim et al., 2009; Kim, 1987; Lee, 1991; Park,

1989), 소비와 선택 속성(Cho et al., 2010; Y. B. Choi,

2007; Lee & Lee, 2012), 사회심리적 효과(Kim, 2010;

Park, 2009) 등 다양한 방면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

러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형태와 상징에 있어 역사성이

나 전통성에 바탕한 체계적 이론 제시에는 한계가 있었

다. 또 디자인 개발에서는 무늬 활용이 주를 이루고, 형

태를 변형시키는 경우라도 그 형태의 함의를 이론화하

는 데는 소홀한 면이 있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지금

까지 제안된 디자인이 실제 도복에 영향을 주어 형태를

변형시킨 경우가 없이 1976년에 개발된 공인도복이 그

대로 착용되고 있어, 연구자들의 노력이 사회에 반영되

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다.

반면 2011년에 국기원에서 신형 공인도복이 개발된 것

은 기존 도복을 바꾸려는 구체적인 계획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새 도복의 실제 제작과 보급을 위한 사

전작업이라는 점, 또 전통성 있는 태권도문화를 전세계

에 보급하기 위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방 이

후의 현대 태권도복 변천 및 1976년 개발된 공인도복의

구성과 형태를 간략히 살핀다. 둘째, 국기원에서 2011년

새로 개발한 공인도복을 소개하고, 그 형태와 색에 함

유시킬 수 있는 전통성을 제언한다. ‘전통성’이란 전통

적 역사성과 상징성을 의미한다. 역사성에서는 도복의

세부 형태가 근거 없이 탄생된 것이 아니라 우리 고유복

식의 전통을 잇는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제시한다. 상징성에서는 한국 전통 철학사상인 오행(五

行)이론을 차용하여 도복에 적용한다. 셋째, 신형 도복을

좀 더 전통적 타당성에 부합하는 디자인으로 수정하여

제안한다. 전통적 타당성에 부합한 디자인을 제안하기

위해 먼저 전통 복식 중 도복과 이미지가 유사하고 세부

형태에 고도의 상징이 함유된 옷인 심의를 아이템으로

선정하고, 이어 그 형태와 상징을 응용한 디자인을 제안

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국기원에서 신형 도복

을 만들어 전세계에 보급하고 동시에 새 도복이 담고있

는 전통성을 이론화하여 도복과 함께 세계 태권도인에

게 소개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되었다. 이에 연구의 최

종 목표는 2011년에 개발된 신형 도복의 형태를 좀 더 전

통성을 가미한 디자인으로 수정하여 샘플로 제작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범위는 샘플 제작까지 포함되어야

완전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수정 디

자인을 샘플로 제작하기 전까지의 이론화 작업과 디자

인 제안까지로 범위를 한정하고 샘플 제작과정은 기타

디자인 전공자에 의해 별도로 소개될 것이다.

II. 해방 이후의 현대 태권도복

1. 도복의 혼란기

현대 태권도는 해방 직후 설립된 5대 기간도장(청도

관, 지도관, 무덕관, 창무관, 송무관)에서 비롯되었고, ‘태

권도’ 명칭은 1954년 오도관에서 시작되었다. 1959년에

대한태권도회가 창립되었고(Kim, 2005), 1961년 대한태

수도협회가 창립되어 1965년 대한태권도협회(KTA)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1966년 국제태권도연맹(ITF)이 창

립되었고, 1973년에 국기원이 개원하고, 같은 해 세계태

권도연맹(WTF)이 창립되었다. 해방 이후 도장과 협회

를 둘러싼 이러한 혼란기를 거치면서 점차 태권도는 우

리나라 국기(國技)로 자리를 잡아나갔고, 한국의 무예

로써 세계로 확산되었다.

– 20 –



신형 태권도 공인도복의 전통성 제언 및 디자인 수정 제안 21

도장과 협회의 혼란과 맞물려 도복 역시 혼란한 양상

을 보이는데, 현재의 공인도복이 탄생되기 전까지는 각

도장의 사범 및 관장의 취향에 따라 자체 제작하는 것

이 일반적이었다. 형태는 대체로 저고리와 바지 전체를

백색으로 하고, 앞을 튼 전개형에 허리띠를 묶었다. 또

깃, 도련, 소매끝 등에 흑색 등으로 선을 두른 경우도 있

다. 대한태권도협회가 1966년『태권도 지침』에서 제시

한 도복과 국제태권도연맹이 1972년『태권도 교서』에

서 제시한 도복도 대체로 이와 같으며(Choi, 1966, 1972;

Y. H. Kim et al., 2009), 품계에 따라 띠의 색을 구분하

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통일되지 못한 도복에 대해 형태상의 문제점

을 지적하면서 1976년 V넥 형태의 도복이 탄생된다. 그

러나 그 후에도 한동안 이전 도복과 새 도복이 혼용되

기도 하였고, ITF처럼 2012년 현재까지 본래의 형태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

2. 세계태권도연맹(WTF) 공인도복

V넥 형태의 공인도복은 1976년 7월에 탄생했다. 신형

도복을 제정 ·공인하게 된 이유는 가라데[Karate. 空手道:

일본에서 체계화된 맨손 무예]와 차별화하기 위함이었

다. ‘공인도복’이란 세계태권도연맹의 검인 마크가 부착

된 도복을 의미한다. 적용범위는 세계연맹 및 회원국이

주최, 주관, 감독하는 각종 대회, 강습회, 시범 및 승단

심사와 도장에서 수련할 때로 규정하였다(Korea Taek-

wondo Association, 1978).

공인도복의 종류는 품도복과 단도복이 있다. 그러나

일선에서는 이 외에 유급자도복을 따로 착용하는 경우

가 일반적이다(Fig. 1)−(Fig. 2).

도복은 한국 전통 복식의 기본형을 따른 저고리, 바지,

띠로 구성된다. 띠는 태권도 품계에 따라 색을 다르게 한

다. 품계는 급(級), 품(品), 단(段)으로 구분되고, 이를 획

득했을 경우 각각 유급자, 유단자, 유품자가 된다. 처음에

무급(無級)부터 시작하고, 다음 등급은 8급이며 차례로

올라가 1급에 이른다(국제태권도연맹은 10급부터 1급까

지 있지만, 여기서는 세계태권도연맹의 체계를 기본으로

서술함). 1급 다음에는 단으로 넘어간다. 단은 1단부터

시작해서 9단까지 올라간다. 그런데 단을 받는 것은 15세

이상에만 해당하고, 어린이들은 단 대신 품을 받고 15세

가 되면 단으로 바꿔준다. 품은 1품부터 3품까지 있고,

이는 유단자의 1단에서 3단까지에 해당하는 것이다. 18세

미만에게는 4품을 수여하기도 한다.

태권도 품계에 따른 도복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품

도복은 깃과 허리띠에 흑색과 홍색을 섞어서 쓴다. 1급

인 홍색 띠보다는 높고 유단자의 흑색 띠에는 못 미친

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단도복은 깃과 띠에 흑색을 쓰

고, 어깨에 다는 패치에 1단부터 9단까지의 품계를 표시

한다. 유급자도복은 깃을 백색으로 한다. 길이 백색이므

로 도복 전체가 백색이 되는 것이다. 띠는 급에 따라 다

른데 무급은 백색, 8급과 7급은 황색, 6급부터 4급까지

는 청색, 3급부터 1급까지는 홍색이다.

III. 국기원 신개발 공인도복의

개발과정 및 형태

1. 개발과정

현재 착용되는 공인도복이 탄생한 지 30여년이 흘렀

다. 그동안 공인도복의 개선을 주장하는 많은 의견들이

있었는데, 소재나 치수체계와 같은 구체적인 문제 외에

크게 전통성 및 실용성의 결여와 품위 손상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전통성의 결여는 V넥 형태가 우리 전통 복식의

Fig. 1. Taekwondo uniforms.

From Lee. (2005). pp. 59, 61.

Fig. 2. Belts for Taekwondo uniforms.

From Lee. (2005). p.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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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밈 방식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고, 실용성의 결여는 착

용에 따른 불편함을 말하며, 품위 손상은 밀폐형으로

되어있는 V넥 형태 저고리를 머리에서부터 뒤집어 쓸

때 이미 태권도인의 품위가 손상된다는 것이다.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자연스럽게 신형 도복 개발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도 했

다. 특히 전통 한복을 철저히 고증하고 현대적 감각을

접목한 디자인으로 개선하고 여기에 의미를 넣어 ‘한민

족 전통 무예의 새 장(章)’을 열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

다(Lee, 2005).

위와 같은 의견 속에 국기원에서 2011년에 <Fig. 3>

의 공인도복을 개발하였다. 도복은 모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였고, 해당 업체에서 작성한《국기원 공인 태권도

복 매뉴얼》(Kukkiwon, 2011)에는 개발개요와 방향 등에

관해 언급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신형 도복은 “한민족

의 철학과 세계관을 내포하고 있는 전통적인 복식 문화

와 오방색을 차용하여 색의 의미와 태권도 철학을 시각

적으로 드러내고자”하였고, 실용성, 기능성, 현대적 디

자인 감각을 더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상의와 바지

의 흰색은 한민족의 대표색이자 태극기의 바탕색이고

또 평화를 상징하므로 이를 취하였고, 띠의 색은 음양오

행을 의미하는 오방색을 따랐음을 명시하였다. 옷의 형

태는 한국 전통 복식의 요소 중 우임의 여밈 형식과 곧

은 깃을 취하였음을 밝혔다. 국기원 마크와 로고, 엠블

렘, 어깨패치 등도 전통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매뉴얼에 제시된 위 내용, 특히 상의, 하의, 띠의 형태와

색의 전통성에 대해서는 서너줄 정도의 간단한 서술에

머무르고 있어, 도복의 전통성을 충분히 담기에는 한계

가 있다.

2. 구성 및 형태

도복은 상의(저고리), 하의(바지), 띠로 구성되는 기

존 방식을 따랐다. 상의를 15세 미만과 그 이상으로 구

분한 것도 이전과 같다.

형태는 <Fig. 3>과 같다. 저고리의 길은 백색으로 한다.

길이는 엉덩이를 덮을 정도로 하는데, 앞길이 뒷길보다

2~3cm 길다. 입었을 때 불편하지 않도록 양옆을 터준다.

소매는 부리가 손목뼈에 이르게 한다. 너비는 지나치게

넓거나 좁지 않게 하여 동작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 겨드랑이 솔기에서 소매로 가면서 약간 좁아지는

데, 배래는 일직선이다. 소매끝에는 단을 댄 것과 같은

효과가 나도록 스티치를 넣는다. 앞길은 전개형으로 터

서 좌우의 길을 교차시키는데, 우임(右 )의 방식으로 한

다. 깃은 15세 미만의 어린이는 청색과 홍색을 섞은 색

동의 이중깃으로 하고, 15세 이상은 흑색으로 한다.

부착물은 국기(國旗, 혹 기관이나 단체 로고 및 엠블

럼 가능), 국기원 마크, 국기원 영문이 있다. 왼쪽 가슴

Fig. 3. New Taekwondo uniform designed i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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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태극기를 부착하고, 겉깃 아래에 국기원 마크를 부

착한다. 뒷중심 아래에는 가로로 국기원 영문로고 ‘KUK-

KIWON’을 넣는다. 품계는 저고리 왼쪽 어깨에 단/품

어깨패치를 부착하여 구분한다.

바지는 위에서 아래로 가면서 약간 좁아지고, 길이는

복사뼈에 이른다. 허리는 고무줄로 하여 조일 수 있게

한다. 허리 앞에는 국기원 엠블럼을 넣는다.

띠는 기존 공인도복의 체계를 그대로 따른다.

한편, <Fig. 3>과 같은 형태로 신형 도복이 개발되기

는 하였으나 기존 도복이 이미 전세계에서 그리고 모든

경기와 수련에 착용되고 있어 전면적으로 개정할 경우

물리적, 정신적 소요(小搖)가 예상된다. 때문에 국기원

에서는 기존 도복에서 최소한의 변형만 진행하였고, 변

형은 주로 여밈 방식에서 나타난다.

IV. 국기원 신개발 공인도복의

전통성 제언

앞 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기원 공인태권도복 매뉴

얼에는 신형 도복의 전통성에 관한 일부 언급이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소략하여 도복의 전통적 역사성과 상

징성을 담아내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세

부 형태와 색에 내포시킬 수 있는 좀 더 체계화된 전통

성을 제언하고자 한다.

1. 세부 형태의 역사성

신형 도복의 세부 형태에서의 특징은 앞길의 형태와

여밈방식, 앞 ·뒷길의 길이 차이, 옆트임, 어린이도복의

이중깃, 무예 시 띠를 착용하는 풍속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들 특징은 모두 전통 복식의 형태에서도 나타나

므로, 신형 도복이 한국 복식의 전통을 잇는 역사성을 내

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본 절에서 추출한 세부 형태의 특징 중 일부는 한국뿐

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전통 복식에 나타나는 요소이

기도 하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복식과 비교하여 우리

전통 복식의 특성을 고찰한 바탕 위에 역사성을 제언하

는 것이 타당하지만, 지면의 한계로 아래에서는 한국

전통 복식과의 관련으로 한정하여 서술한다.

1) 앞길의 형태와 여밈 방식

한국 전통 복식은 최근 고구려 고분벽화를 통해 V넥

형태의 관두의형 상의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

지만(Chae & Koh, 2009), 일반적으로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전개형을 착용하였다. 전개형에는 깃을

둥글게 한 단령(團領)도 있으나, 대개는 직령(直領)으로

한다. 직령을 착용하는 방식은 양쪽 길을 서로 마주보

게 여며입는 대금(對襟)형과 앞에서 교차시켜 입는 교

임(交 )형이 있다. 교임형은 또 착장자의 입장에서 봤

을 때 오른쪽 길이 안으로 들어가고 왼쪽 길이 위로 올

라와 오른쪽 가슴에서 고름을 매는 우임(右 )과 그 반

대인 좌임(左 )이 있다. 한국 복식에서는 신분과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직령의 깃과 곧은 앞길을 우임의 교임

형으로 입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이다.

신형 도복은 깃과 앞길을 곧게 하고 전개형으로 터서

우임으로 착용하게 하였는데, 이는 전통 복식의 전개형

구성과 우임으로 여미는 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앞 · 뒷길 길이 차이

전통 복식의 특징 중 하나는 말을 타는 등의 몸을 가

볍게 놀려야 할 때 착용하는 옷에서 간혹 전장후단(前長

後短) 즉 앞을 길게 하고 뒤를 짧게 한다는 것이다(Fig.

4). 앞을 길게 해서 품위를 유지하고 뒤를 짧게 해서 치

렁치렁한 데서 오는 불편을 없애기 위함이다.

도복은 앞길을 길고 뒷길을 조금 짧게 함으로써 뒷길

이 엉덩이를 약간 덮되 동작에 불편함이 없게 하였는데,

이는 전장후단을 통해 행동의 편의를 도모하는 전통 복

식의 특징을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옆트임

전통 복식에서 간편함을 추구하기 위해 더해진 특징

중 앞 ·뒷길의 길이를 다르게 한다는 점 외에, 이보다

더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옆이나 뒤에 트임을 주는 것

이다(Fig. 5). 이 역시 신분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적용

되는데, 저고리에서부터 겉에 입는 여러 종류의 포(袍)

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도복의 양옆에 트임을 준 것은 이렇게 트임을 통해

행동의 편의를 도모하는 전통 복식의 특징을 차용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기존 공인도복이 옆을 지나치게

많이 터서 운동 시 속살이 보이는 단점이 있으므로, 띠

를 묶는 부분의 아래쪽만 터줄 필요가 있다.

4) 어린이도복의 이중깃

전통 복식에서 깃은 중간에 선이 없이 하나로 된 단일

깃 형태도 있지만, 선을 넣어 이등분한 이중깃 형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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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중깃은 고구려 고분벽화 중 장천1호분의 문지

기, 수산리벽화의 귀부인, 무용총에서 귀족 남자를 따

르는 여자 악공 등에게서 나타나, 이 시기에 이미 남녀

및 신분을 불문하고 착용한 것이 확인된다. 또 조선시

대에는 15세기에서 17세기까지 나타나고, 옷의 종류도

직령, 답호, 철릭, 방령 등 다양하다.

15세 미만 어린이용 도복의 이중깃은 깃을 이등분해

서 변화를 도모하는 전통 복식의 특징을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무예 시 띠 착용 풍속

한국 전통 복식에서 띠는 고대부터 사용되었다. 고구

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 복식에 이미 나타나고, 밀양

박익(1332~1398년)묘 벽화를 통해 고려시대 복식에서

도 상의를 길게 하여 띠를 묶는 차림이 확인된다.

특히 조선시대 무예에 관한 총서인『무예도보통지』에

는 서양의 폴로(polo)에 상당하는 격구(擊毬)가 소개되

어 있고, 격구를 하는 인물들을 묘사한 그림이 있다. 그

림 속 인물들은 철릭 위에 과두( )를 둘러 배를 감쌌

으며, 그 위에 ‘광조대(廣組帶)’를 둘러 옷과 과두를 고

정하면서 동시에 배를 조여 준다(Fig. 6). 전통 복식에서

포 종류의 큰 옷을 입을 때 띠를 두르는 것이 일반적이

지만, 특히 격렬한 동작을 하는 격구에서 띠를 조임으

로써 허리와 내장을 보호한 것으로 추정된다.

도복에서도 저고리 위에 띠를 두르는 것은 전통복식

에서 허리에 띠를 두르던 착용 풍속을 차용한 것이다.

2. 색의 역사성과 상징성

도복의 색은 길에 백색, 깃에 흑색, 청색, 홍색, 띠에

백색, 황색, 청색, 홍색, 흑색을 쓴다. 이들은 모두 전통

Fig. 4. Jacket shaped long front side & short back

side (Shin Yeo-guan (early 1530's-1580's) - Seok

Ju-seon Memorial Museum of Dankook Uni-

versity).

Fig. 5. Robes opening two sides & back (19C - Seok

Ju-seon Memorial Museum of Dankook Uni-

versity).

Fig. 6. Belt among the sports costume of Joseon

Dynasty.

From Lee et al. (1998). p. 51.

– 24 –



신형 태권도 공인도복의 전통성 제언 및 디자인 수정 제안 25

오행에 적용되는 색으로, 오행의 운행원리인 상생(相生)

과 상극(相剋)사상을 적용할 수 있다.

1) 오행(五行)의 상생(相生)과 상극(相剋)이론

오행은 수(水), 화(火), 목(木), 금(金), 토(土)의 5가지

원소를 말한다. 땅에는 이 5가지 물체가 있고 하늘에는

수기(水氣), 화기(火氣), 목기(木氣), 금기(金氣), 토기(土

氣)가 있어, 땅의 물체와 하늘의 기운으로 만물이 움직

인다[行]. 5가지 원소가 어디든 가고 있으며 또 쉴 새 없

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Kim, 1999).

오행은 다섯 방위[五方]에 각각 배속된다. 수는 북방,

화는 남방, 목은 동방, 금은 서방, 그리고 토는 중앙이다.

계절로 보면 봄은 목, 여름은 화, 가을은 금, 겨울은 수

기운이 왕성한 철이고, 이들 사이에 토가 끼어 계절을

중개하고 조절하는 태극 역할을 한다(Kim, 1999). 오행

중 수, 화, 목, 금의 네 원소에는 또 사람의 본성에서 우

러나는 네 가지 마음씨인 사단(四端) 즉 인(仁), 의(義),

예(禮), 지(智)가 배속된다. 사단은 인에서 우러나는 측

은지심(惻隱之心), 의에서 우러나는 수오지심(羞惡之心),

예에서 우러나는 사양지심(辭讓之心), 지에서 우러나는

시비지심(是非之心)을 이른다. 오행에는 색도 각각 배속

된다. 수는 흑색, 화는 적색, 목은 청색, 금은 백색, 중앙

은 황색이다. 이상의 오행에 배속되는 방위, 계절, 사단,

색을 정리하면 <Fig. 7>과 같다.

앞에서 오행은 쉴 새 없이 움직인다고 했는데, 그 움직

임 속에 생(生)과 극(剋)이 있다. 여기서 오행의 상생과

상극 관념이 형성된다.

오행의 상생원리를 보면, 동방의 나무가 남방의 불 기

운으로 성장하고, 중앙의 흙 기운으로 가지를 뻗고, 서

방의 금 기운으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는 북방의 물 기

운으로 맛이 생긴다. 그리고 이 물이 다시 나무를 낳게

한다. 이 흐름은 목생화(木生火), 화생토(火生土), 토생

금(土生金), 금생수(金生水), 수생목(水生木)으로 정리된

다. 오행의 상극원리를 보면, 나무는 흙을 이겨서[剋] 뿌

리를 내리고, 흙은 물을 이겨서 흐름을 막고, 물은 불을

이겨서 끄고, 불은 금을 이겨서 녹이고, 금은 나무를 이

겨서 벤다. 이 흐름은 목극토(木剋土), 토극수(土剋水), 수

극화(水剋火), 화극금(火剋金), 금극목(金剋木)으로 정리

된다.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원소인 오행은 이렇게 서로

가 생하고 극하면서 상호 조화를 이룬다. 생하면 극하고,

극하면 생하는 가운데 만물이 변화를 이룬다(Kim, 1999).

2) 15세 이상 도복 색의 상징성

15세 이상 도복은 급/품/단 품계를 불문하고 백색 길

에 흑색 깃이고, 품계별로 띠 색을 차별화한다. 백색 길

에 흑색 깃은 각각 독자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상징이

있고, 또 백색과 흑색이 결합된 구성은 오행의 상생원리

를 적용할 수 있다.

백색은 금, 방위로 서방(西方), 사단 중 의가 배속된

다. 의에서 우러나는 수오지심은 의롭지 못함을 부끄러

워하고[羞] 착하지 못함을 미워하는 [惡] 마음을 나타낸

다. 또 백색은 어떤 색에도 물들지 않은 무(無)의 상태

즉 순수를 상징하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의

로움이 자신을 오염되지 못하게 한다는 상징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도복의 바탕색인 백색은 수오지심의 마

음을 갖고 의로움을 추구하는 태권도인으로서의 무예

정신을 대표하는 것이다.

흑색은 수, 북방(北方), 지가 배속된다. 지는 시시비

비(是是非非)를 가릴 줄 아는 지혜를 나타낸다. 또 흑색

은 천지 관념에서는 천(天)을 상징하고, 이는 위[上], 양

(陽)과 통한다. 때문에 도복의 가장 위에 위치한 깃을 흑

색으로 하는 것은 천과 양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사리판

단에 밝은 지혜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각각의 상징성을 지닌 백색과 흑색은, 길과 깃

이 잇댄 형태로 옷이 완성되면서 금생수의 상생원리를

낳는다. 백색과 흑색이 결합하여 의협심과 지성이 상생

작용을 함으로써, 의로운 마음으로 사리를 잘 판단하는

슬기를 지닌 태권도인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상징을 적

용할 수 있다. 의로움과 지혜를 지니기 위해서는 인간이

백색처럼 가장 순수한 상태를 견지해야 하며, 동시에
Fig. 7. Concept of five elements (metal, wood, water,

fire, & e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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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색이 상징하는 것처럼 하늘의 뜻 즉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함을 나타낸다.

3) 15세 미만 도복 색의 상징성

신형 도복에서 15세 미만은 품계를 불문하고 백색 길

에 청홍의 색동깃을 쓰며, 품계별로 띠 색을 차별화한

다. 여기서 백색은 15세 이상 도복과 동일한 의미를 지

니고, 청색과 홍색에는 오행의 상생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

청색은 목, 동방(東方), 인에 배속된다. 홍색은 화, 남

방(南方), 예에 배속된다. 깃에 이 두 색을 섞어 쓰는 것

은 목생화의 상생원리가 반영된 것이다. 동방의 나무가

남방의 불 기운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생화이고, 목생화

는 얼마 안 있어 중앙의 흙 기운으로 가지를 뻗어나갈

[火生土] 준비를 하는 단계이며, 결국 서방의 금 기운으

로 열매를 맺는[土生金] 결과를 예비하는 것이다. 동방

은 봄에 해당하여 만물이 소생하는 시기이다. 만물이 소

생한다는 것은 풍성한 결실을 예비함을 의미하고, 곧

다음 단계로의 준비를 나타낸다. 15세 미만의 어린이는

풍성한 결실을 예비하는 봄과 같은 존재로, 장차 성년

으로 성장하여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구성원이 될 존재

이다. 그들이 착용하는 도복의 깃에 청색과 홍색을 써

서 나무가 불 기운으로 성장하는 목생화의 상생원리를

투영한다.

4) 띠 색의 역사성과 상징성

태권도도복에서 띠는 바로 그 사람의 정체성, 즉 품

계를 표상한다(Lee, 2005). 유급자는 백색, 황색, 청색,

홍색, 유단자는 흑색, 15세 미만 유품자는 청홍이다.

① 역사성

전통 복식에서 띠로 품계를 구별하던 전통은 매우 오

래된 것이다. 일찍이 백제시대에 아래와 같이 띠의 색

으로 관원의 품계를 구분했다.

장덕(將德)은 7품(品)으로 자색(紫色) 띠를 한다. 시덕

(施德)은 8품으로 조색(色) 띠를 한다. 고덕(固德)은 9품

으로 적색 띠를 한다. 계덕(季德)은 10품으로 청색 띠를

한다. 대덕(對德)은 11품이고 문독(文督)은 12품으로 황

색 띠를 한다. 무독(武督)은 13품이고 좌군(佐軍)은 14품

이고 진무(振武)는 15품이고 극우(剋虞)는 16품으로 모

두 백색 띠를 한다.

將德, 七品, 紫帶. 施德, 八品, 帶. 固德, 九品, 赤帶.

季德, 十品, 帶. 對德, 十一品, 文督, 十二品, 皆黃帶. 武

督, 十三品, 佐軍, 十四品, 振武, 十五品, 克虞, 十六品,

皆白帶.

北史 권 94 列傳 제82 ‘四夷·百濟’

도복에서 띠로 급/품/단의 품계를 구분하는 것은 이

러한 전통 복식의 맥을 잇는 역사성을 나타낸다. 또 백

제의 띠 체계에서 자색을 제외하면 조색(흑색), 적색,

청색, 황색, 백색으로 구분되고 있어 오행의 색이 모두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복의 띠에 오행사상을 부

여할 수 있는 역사적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다.

② 상징성

유품자의 띠에 청색과 홍색을 섞는 것은 위에 정리한

깃의 색이 갖는 의미와 같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유급

자와 유단자가 쓰는 색에 관해서만 살펴본다.

처음 태권도를 시작하면 백색에서 시작하고 점차 높

은 급수를 획득하면서 황색, 청색, 홍색으로 올라가며,

마침내 단을 획득하면 흑색 띠를 착용한다.

백(白) →황(黃) →청(靑) →홍(紅) →흑(黑)

띠의 처음에 백색이 있고, 그 마지막에 흑색이 있다.

도복의 바탕색이자 태권도 정신을 가장 잘 드러내는 품

성인 ‘의’를 추구하는 오행의 금사상을 나타내는 백색

을 기초색으로 하고, 최고 정점에 도복의 가선색이자 하

늘[天]을 상징하는 흑색을 설정한 것이다.

태권도를 처음 시작하는 단계인 백색 띠는 아직 태권

도의 정신세계와 무예세계를 알지 못하는 무의 상태임

을 의미하고, 그렇기에 순수한 마음으로 한없이 겸손해

야 함을 상징한다. 이에 비해 유단자의 흑색 띠는 천, 북

방, 지에 배속되는 색으로, 태권도의 영예로운 최고 단

계에 다다르면 오만을 배제하고 매사에 지혜로워야함

을 상징한다. 북방은 사계절 중 겨울[冬]에 배속되는데,

흑색 띠의 유단자에 이르면 만물이 고요히 가라앉는 겨

울처럼 태권도인의 정신세계가 고요히 침잠하면서 맑

아짐을 상징한다. 전통 사회에서 군주는 북방에 앉아 신

하들을 남면(南面)하고, 신하들은 남방에 앉아 군주를

북면(北面)한다. 즉 천을 상징하는 북방은 군주의 자리

인 것이다. 그 북방의 색인 흑색 띠로 태권도의 최고 품

계인 유단자임을 드러내게 하여, 착용자의 위용이 고요

하면서도 강렬하게 전달될 수 있게 한다.

첫 단계인 흰색과 마지막 단계인 흑색 사이에는 황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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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색, 홍색의 삼원색을 배치한다. 황색은 지의 색이자,

오행에서 중앙(中央)의 색이다. 이제 품계를 받지 못한

기초 단계인 흰색을 넘어 급을 받음으로써, 갓난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 두 발로 땅을 딛고 설 수 있게 되듯이

정식으로 태권도의 세계 한가운데[中]에 발을 들여놓

고 홀로서기를 시작했음을 상징한다.

청색은 동방과 인에 배속된다. 동방은 봄[春]으로, 만

물이 생장(生長)하는 방위이다. 황색 띠를 넘어 청색 띠

의 세계로 오면 태권도에 조금 익숙해질 때이다. 이때

자칫 마음의 평정을 잃기 쉬우므로 인을 상징하는 청색

으로 정신세계를 교화시킨다. 인에서 우러나는 측은지

심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나타내는데, 도복의 청색

이 상징하는 측은지심은 남이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한다.

마음의 평정을 잃기 쉬운 인간인 자신을 측은히 여겨

청색으로 스스로를 교화함을 의미한다.

홍색은 남방, 여름[夏], 예에 해당한다. 예에서 우러나

는 사양지심은 겸손하여 남에게 사양할 줄 아는 마음

을 의미하고, 이는 곧 배려이다. 홍색 띠의 단계에 이르

면 마음의 평정을 찾고 태권도의 예세계에 깊이 들어왔

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예라는 것이 본래 자신에 대

한 존중과 남에 대한 배려를 기본으로 하므로 이를 내

재한 인간으로 완성되고 있음을 상징한다. 만물이 무성

하게 익어가는 여름처럼 인간으로서의 성숙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이 도복의 띠가 흰색에서 시작하여 단계를

밟아 흑색에까지 오르는 체계에는, 무의 세계에서 시

작하여 점차 자신의 내면세계와 인간세상의 중심으로

나아가면서 한 단계씩 육체와 정신이 성숙해지고, 결국

고요히 마음의 평정을 찾아 자신뿐만 아니라 남까지 깊

이 배려하는 품격 있는 무(武)를 지닌 인간으로 완성되

어 간다는 상징을 적용할 수 있다(Fig. 8).

V. 전통적 타당성에 부합한

도복 디자인 제안

이상과 같이 2011년에 개발한 도복은 구성이나 색에

있어 충분한 전통성을 부여할 수 있지만, 세부 형태는

Fig. 8. Symbol of Taekwondo uniform's be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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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통 복식에 함유된 상징을 좀 더 잘 반영한 디자

인으로 다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전통 복식 중 기

존 도복과 시각적 이미지가 유사하면서도 세부 형태에

고도의 상징성을 함유한 아이템을 선정하여 전통적 타

당성에 부합한 디자인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전통 복식에서의 아이템 선정: 심의(深衣)

한국 전통 복식은 저고리, 바지, 치마 등의 기본 복식

부터 그 위에 입는 여러 종류의 포와 예복에 이르기까

지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이 중 조선시대 사상의 근간

을 이루었던 유학자들이 착용했고 또 형태적으로 태권

도 도복의 이미지와 유사하면서도 충분한 상징을 내포

한 옷이 있다. 바로 심의이다.

심의는 상의와 하상을 분리해서 재단하여 허리에서

꿰매 하나로 합친 옷으로, 발목까지 내려오는 기다란 포

형태이다. 색은 백색과 흑색으로 이루어진다. 몸판인 길

을 백색으로 하고, 흑색으로 깃, 도련, 소매끝 등에 가선

을 두른다. 허리에는 띠를 두르는데, 이 띠는 본래 중국

에서 겉감과 안감의 색, 가선장식의 색, 가선장식을 두르

는 부위 등을 신분에 따라 차별화한다. 띠는 천자(天子),

제후(諸侯), 대부(大夫), 사(士)의 네 신분을 구별하게 하

는데, 이 중 사 신분은 띠의 몸판을 백색으로 하고 가선

을 흑색으로 두른다(K. S. Choi, 2007). 조선시대 유학자

들이 착용한 심의에는 바로 대부와 사 신분의 띠가 적

용되었다.

이렇게 백색 길에 흑색으로 가선을 댄 옷에 흑색이

들어간 띠를 두른 모습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는, 백색

길에 흑색 깃으로 구성된 저고리에 흑색 띠를 두른 태

권도의 유단자도복에서 풍기는 이미지와 유사하다. 이

렇게 이미지상의 유사함을 이유로 도복 디자인을 수정

제안하는 아이템으로 심의를 선정한다.

또 심의는 신분, 성별, 상황에 제한을 받지 않는 실용

성을 지닌다. 문(文)과 무에 모두 통하는 옷이어서 상황

에 구애받지 않고, 예복(禮服)과 편복(便服)으로도 입을

수 있고, 평상시뿐만 아니라 상례(喪禮)에서도 입을 수

있는 옷이다(『禮記』「深衣」: “可以爲文, 可以爲武, 可以

相, 可以治軍旅. 完且弗費, 善衣之次也.”). 이러한 실용

성은 디자인의 아이템으로 선정한 또 하나의 배경이 된

다. 태권도도복은 몸을 움직일 때의 착용감 등 그 실용

성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심의의 형태에 반영된 상징성

도복 디자인 제안의 아이템으로 심의를 선정한 이유

는 현행 도복과의 이미지상 유사성 및 실용성 외에, 세

부 형태에 반영된 원칙 때문이다. 그 원칙에는 예와 의를

실천하기 위한 고도의 상징이 내포되어 있다. 심의 형태

에 반영된 상징성에 대해서는『예기』「심의」에 수록되

어 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심의는 상의와 하상(下裳)으로 이루어진다. 상의는 길

2폭, 소매 2폭으로 하여 총 4폭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는

4계절을 상징한다. 아래쪽에 있는 치마인 하상은 위가 좁

고 아래가 넓은 12개의 폭을 이어서 만드는데, 이는 12개

월을 상징한다.

심의의 세부 형태는 <Fig. 9>와 같이 소매를 둥글게

Fig. 9. Principle of the shape of Sim-ui (深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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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깃을 꺾어지게 하고, 등솔을 곧게 하고, 아랫자락

을 가지런하게 한다는 원리를 따르는데, 이들이 각각

상징하는 뜻이 있기 때문이다.

소매는 한자로 ‘몌(袂)’라 하고, 소매를 둥글게[圓] 하

는 것을 ‘원몌(圓袂)’라 표현한다. 소매배래를 원몌의 모

양으로 하는 이유는 손을 들어 용모를 갖추는 것을 상징

하기 위함이다. ‘손을 들어 용모를 갖춘다[手以爲容]’는

것은 손을 맞잡아 읍(揖)을 하여 상대방에게 겸양하는

동작을 보이는 것이자, 동시에 사사로움이 없음[取其無

私]을 보이는 것이다.

깃을 꺾어지게[曲] 하는 것은 ‘곡겁(曲 )’이라 한다.

여기서 ‘겁( )’은 ‘령(領)’과 같은 의미로 ‘깃’을 뜻한다.

깃을 꺾어지게 한다는 것은, 곧게 만든 깃을 앞에서 교

차시켜 착용하여 뒷목 부분이 자연스럽게 직각으로 모

나게[方] 꺾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꺾어진 깃

을 ‘방령(方領)’이라고도 한다. 깃이 직각으로 꺾어지게

하는 이유는 직각은 방정(方正)함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방정함’은 의리를 방정하게 하는 것이자[方其義], 동시

에 사사로움이 없음을 보이는 것[取其無私]이다.

등솔을 곧게 하는 것은 ‘부승(負繩)’이라 한다. 심의의

상의 뒷면 중앙에 있는 바느질 솔기를 하상의 아랫자락

까지 일직선으로 곧게 한다. ‘승(繩)’은 건축에서 곧은 선

을 긋는데 쓰는 먹줄을 말한다. 등솔을 곧게 하는 이유

는 ‘승’처럼 곧음을 상징하기 위함이고[取其直], 여기서

‘곧음’은 정사(政事)를 곧게 함[以直其政]을 나타낸다.

아랫자락을 가지런하게 하는 것은 ‘하자(下齊)’라 한

다. 심의의 하상 12폭을 가지런하게 하는 것인데, 이는

수평을 상징한다. 수평은 마음을 평정하게 하고 뜻을 편

안히 하는 것[以安志而平心]을 나타낸다.

3. 심의의 상징성에 바탕한 디자인 제안

신형 공인도복의 세부 형태에서 부족한 전통성을 보

충하기 위해 위 심의의 상징성 중 소매 배래의 원몌, 깃

의 곡겁, 등솔의 부승을 차용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1) 소매배래

신형 도복 디자인에서 저고리 배래는 일직선으로 되

어 있는데, 이를 ‘원몌’를 차용하여 둥글게 할 것을 제안

한다. 배래를 둥글게 하는 것은 일반적인 전통복식의 둥

근 배래선을 따르는 의미도 있다. 배래를 둥글게 할 때

는 소매끝 쪽의 모난 각만 죽이는 방법과 전체를 완만

하게 굴려주는 방법이 있는데, 전통 복식에서 대개 완

만하게 굴려주기 때문에 이 형태를 채택한다. 다만 태권

도가 몸을 움직여야 하는 무예이므로 지나치게 둥글게

하여 여유분이 많아지면 동작에 불편을 끼칠 염려가 있

어, 둥글게 한 느낌을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정도까지

만 굴려준다.

소매를 둥글게 하는 것은 겸양하는 마음과 사사로움

이 없음을 나타내는데, 태권도대련 시 양손을 맞잡음으

로써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표현한다는 상징성을 적용

할 수 있다. 또 고대 성인들이 말하는 예는 상대방에 대

한 배려와 이해를 기본으로 한다. 태권도인은 무예수련

을 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모든 사람을 예로써 대

한다는 마음을 투영할 수 있다.

2) 깃

신형 도복 디자인에서 깃은 일직선의 곧은 모양으로

되어 있고, 이를 앞에서 교차시켜 우임으로 착용한다.

따라서 이미 깃이 모나게 꺾어지도록 착용하는 ‘곡겁’

의 형태가 완성되었다(곡겁은 본래 뒷목이 꺾어지는 것

을 의미하지만, 깃이 좁고 고대를 판 도복에서는 이런

형태가 나오지 않으므로 양쪽 고대점 부위에서 꺾어진

것을 곡겁의 형태로 수용함). 그런데 흑색 깃이 가슴 부

위에서 끝나는 신형 도복의 디자인보다, 흑색 가선이 도

련까지 일직선으로 내려오면 무예로서의 태권도의 위용

을 좀 더 강하게 전달할 수 있다. 이에 깃과 동일한 너비

의 흑색 가선을 도련까지 이어지게 할 것을 제안한다.

이 형태는 디자인의 아이템으로 삼은 심의의 이미지와

겉으로 드러나는 도복의 미(美)적인 감각을 고려한 것이

기도 하다.

심의에서는 곧은깃을 달아 우임으로 착용했을 때 꺾

어지는 깃 모양을 통해 ‘방정함’을 상징하게 하는데, 도

복도 이 의미를 취할 수 있다. 이 깃 모양을 통해 태권도

인이 생활 속에서 사사로운 마음을 제거하여 의롭고 바

른[正] 삶을 실천하고, 사적인 욕심에서 자유로워진다는

상징을 적용할 수 있다.

3) 등솔

신형 도복 디자인에서는 뒷길이 한 조각으로 되어 있

어 ‘등솔’이 없다. 이를 ‘부승’을 차용하여 뒷길을 2개

로 나누어 등 한가운데에 등솔이 들어가게 바꾸고, 등

솔을 따라 흑색으로 한 줄의 곧은 선을 넣는 디자인으

로 제안한다. 다만 선이 굵을 경우 깃의 흑색이나 띠와

미적으로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것이므로 0.2cm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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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늘게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본다.

옷에 가는 선을 넣어주는 것은 현대 한복에서 많이

활용된 기법이지만, 전통 복식에서도 이미 나타난다. 주

로 마고자, 배자, 토시 등에서 보이는데, 흑색이나 고동

색 등의 짙은 색으로 가늘게 선을 넣는다.

등솔에 곧은 선을 넣음으로써 심의의 ‘부승’이 갖는

‘곧음’의 상징을 도복에 적용할 수 있다. 등솔을 통해 태

권도인이 매사에 곧은 마음으로 일을 처리함을 형상화

한다.

4) 바지 옆선

신형 도복 디자인에서는 바지 옆선에 바느질 솔기만

있다. 여기에 등솔과 마찬가지로 ‘부승’을 차용하여 곧

으면서 가느다란 선을 넣는다. 심의의 부승은 상의의

깃중심에서부터 하상의 뒷자락까지 일직선으로 이어지

는데, 도복은 저고리와 바지가 분리되어 있으므로 그

형태를 그대로 따를 수는 없다. 따라서 바지 옆선에 선

을 넣어, 깃중심에서부터 뒷자락까지 곧은 선이 이어진

다는 관념을 투영시킨다.

바지 옆선에 곧은 선을 넣음으로써 등솔과 마찬가지

로 ‘곧음’의 상징을 적용할 수 있다(Fig. 10).

VI. 결 론

본 연구는 2011년에 국기원에서 개발한 신형 공인도

복에 함유시킬 수 있는 전통성을 제언하고, 더불어 신

형도복을 보다 더 전통적 타당성을 함유한 옷으로 만들

기 위해 디자인에 대한 수정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전통 복식의 형태 및 전통 철학사상

인 오행의 원리를 고찰하여 도복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이론화하였고, 나아가 전통 복식 중 심의의 아이템을 응

용한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세부 형태의 역사성: 도복의 세부 형태에서 나

타나는 특징은 앞길의 형태와 여밈 방식, 앞 ·뒷길의 길

이 차이, 옆트임, 어린이도복의 이중깃, 무예 시의 띠 착

용 등으로 정리하였다. 이들 특징에 대해 전통 복식에

서의 전개형 길과 우임(右 )의 여밈 방식, 행동의 편의

를 위해 설계된 전장후단의 길 및 포나 상의의 트임, 이

중깃, 고대 복식 및 조선시대 무예총서에 나타나는 철

릭에 띠를 착용한 모습 등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전

통을 잇는다는 역사성을 함유시킬 수 있음을 제언하였

다.

둘째, 색의 역사성과 상징성: 선행연구에서 도복 색

에 오행의 핵심 운용이론인 상생과 상극사상이 적용된

경우가 없었다. 이에 도복 색에 상생원리를 적용할 수

있음을 제언하였다. 도복의 색은 길에 백색, 깃에 15세

이상은 흑색 15세 미만은 청색과 홍색, 띠에 백색, 황

색, 청색, 홍색, 흑색을 쓴다. 백색 길에는 오행 중 금,

방위로 서방, 사단 중 의가 배속되므로, 수오지심의 마

음을 갖고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태권도인의 무예정

신이라는 상징을 적용할 수 있다. 흑색 깃에는 수, 북방,

Fig. 10. Modified design and symbolism of the uniform proposed with the reflection of the symbolism of Sim-ui

(深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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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배속되므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지혜를 함양한다

는 상징을 적용할 수 있다. 또 상의의 백색 길과 흑색 깃

이 잇대어진 형태에 금생수의 원리를 적용하여, 의로운

마음으로 사리를 잘 판단하는 슬기를 지닌 태권도인으

로 다시 태어난다는 상징을 적용할 수 있다.

15세 미만의 청색과 홍색을 섞은 색동깃에는 목생화

의 원리를 적용하여, 나무가 불의 기운으로 성장하듯이

15세 미만의 어린이는 풍성한 결실을 예비하는 봄과 같

은 존재라는 상징을 적용할 수 있다.

띠는 그 색으로 착용자의 신분을 구별하고 또 오행의

색을 적용하는 것이 백제시대부터의 전통을 이은 것이

라는 역사성을 적용할 수 있다. 또 각 품계가 높아짐에

따라 색이 달라지는데 여기에도 오행원리를 적용하여,

첫 단계의 백색에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을, 마지막 단계

의 흑색에 매사에 지혜로워야 하며 정신세계가 고요히

침잠하면서 맑아진다는 상징을 적용할 수 있다. 황색 띠

부터 유급자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정식으로 태권도의

세계 한가운데에 발을 들여놓고 홀로서기를 시작한다

는 상징, 청색에는 마음의 평정을 잃기 쉬운 인간인 자

신을 측은히 여겨[惻隱之心] 인으로 자신을 정화시킨다

는 상징, 홍색에는 예에서 우러나는 사양지심을 지닌 인

간으로 성숙되어간다는 상징을 적용할 수 있다.

셋째, 디자인 제안: 심의의 둥근 소매[圓袂]는 겸양과

사사로움이 없음[無私]을, 깃을 곧게 만들어 앞에서 교

차시켜 뒷목 부분이 꺾어지게 하는 것[曲 ]은 의리를

방정하게 함[方其義]과 사사로움이 없음을, 등솔을 아

래까지 일직선으로 곧게 하는 것[負繩]은 정사를 곧게

함[以直其政]을, 12폭의 아랫자락을 가지런하게 하는 것

[下齊]은 뜻의 편안함과 마음의 평정[以安志而平心]을 상

징한다. 신형 도복을 전통적 타당성에 바탕한 디자인으

로 수정 제안함에 있어 이러한 심의의 형태와 상징을 응

용하였다. 직선으로 되어 있는 소매배래를 전통 복식의

배래처럼 완만하게 둥근 모양으로 만들고, 여기에 예의

상징성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깃은 이미 곡겁의 모

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되 깃 아래에서 도련

까지 가선을 첨가하고, 태권도인이 생활 속에서 사사로

운 마음을 제거하여 의롭고 바른 삶을 실천하고, 사적

인 욕심에서 자유로워진다는 상징을 적용할 것을 제안

하였다. 신형 도복 디자인에서는 뒷길이 한 조각으로 되

어 있어 등솔이 없는데 이 디자인을 바꿔 한가운데에 가

느다란 등솔선을 넣고, 또 본래 심의의 등솔이 뒷자락

까지 이어지므로 바지 옆솔기에도 선을 넣을 것을 제안

하였다. 등솔선과 옆솔기 선에는 태권도인이 매사에 곧

은 마음으로 일을 처리한다는 상징성을 적용할 것을 제

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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