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 이미지를 활용한 한국적 패션 컨셉 개발

-신라 여성 복식을 중심으로-

김소희
†
·채금석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Conceptualizing Korean Fashion with Inspiration from Traditional Images

-Focused on Women's Costume in the Silla Dynasty-

So Hee Kim
†

· Keum Seok Chae

Dept. of Clothing & Textil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Received August 22, 2014; Revised October 5, 2014; Accepted October 11, 2014

Abstract

 This paper accomplishes the following points: First, the costume style held by women in the Silla dyn-

asty are examined. Second, a new fashion concept is drawn from Silla's costume images with lessons from

analyzing how major brands from China and Japan have adopted their own traditional images. Third, a Ko-

rean fashion concept is crafted to reflect important modern fashion design factors.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The concept of Korean fashion using Silla costume image based on the 2015 S/S trend was dev-

eloped and suggested as: ‘Harmony of Contrast’, new beauty created by mutually contrasting things; ‘Time-

less’ transcending time-space flowing from the past, present, to future; ‘Empathy’ where past and present are

harmonized; ‘Modern with Antique’ expressing a new style modernism where the old retains value. The ef-

forts to express identity via conceptualization of Korean fashion are an effective strategy that satisfies the

goals of setting Korea's fashion design apart from others and spreading Korean culture.

Key words: Traditional images, Women's costume in Silla dynasty, Korean fashion, Fashion concepts,

Korea's representative design code; 전통 이미지, 신라 여성 복식, 한국적 패션, 패션 컨셉,

한국 대표 디자인 코드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21세기는 문화경쟁력의 시대로 대변될 수 있을 정도

로 문화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문화선진국

들은 자국의 전통과 고유문화를 바탕으로 패션 상품을

개발하여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풍부한 문화유산과 수천 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

인의 공감을 얻을만한 한국적 패션 개발이나 확산이 미

흡하여 한국적인 이미지 창출과 패션 디자인 개발이 더

욱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추세에 부응하여 한국

적 전통 이미지를 반영한 패션 컨셉을 기획함에 있어 해

상 네트워크 국가로 고대에 이미 국제화를 지향한 신라

(新羅) 복식 이미지를 선택하였다. 신라는 B.C. 57년에 건

국되어 A.D. 676년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삼국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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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이루어 935년까지 존속하였으며 실크로드를 통해

유럽에서 동아시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받아들여 신라 고유의 특수성에 국제적인 보편성을 조

화시켜 독자적인 창조적 문화를 만들었다. 고대에 이미

세계화를 지향한 신라는 현재의 글로벌한 문화환경과

공통점을 가지며 신라 복식을 바탕으로 한 차별화된 이

미지와 현대인이 공감할 수 있는 미적 감각을 겸비한 컨

셉 기획 제시는 국제 무대에서 차별화된 한국적 패션의

정체성을 조명하는 중요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라 여성

복식의 특성을 고찰한다. 둘째, 아시아를 대표하는 중국,

일본의 전통 이미지를 활용한 대표 브랜드를 비교, 분

석하여 각국의 패션 컨셉 유형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

로 신라 복식 이미지를 반영한 한국적 패션 컨셉 기획

의 기초 자료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고대 한국의 정체

성과 독자성을 반영한 디자인으로 세계 시장에서 차별

화된 현대적인 한국적 패션을 제시하며 전통 복식을 통

한 디자인의 창조적 가능성을 제시하여 복식 디자인의

표현영역을 확대한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범위로 한국의 전통 이미지 차용은 B.C. 57년

~A.D. 935년까지의 신라 시기 여성 복식으로 한정하며,

비교 대상국 패션은 한국과 함께 동북아시아를 대표하는

중국, 일본 중 전통 이미지를 활용한 패션 브랜드로 한

정하였다. 중국풍과 일본풍을 대표하는 브랜드 중 세계

4대 컬렉션(New York, London, Paris, Milan collection)

참가 등으로 대중적 인지도가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을 소개하고 지속적으로 중국풍과 일본풍을 나타

낸 브랜드 중 나라별 3개 브랜드를 선정하였다. 중국은

비비안 탐(Vivienne Tam), 상하이 탕(Shanghai Tang), 시

아치 첸(Shiatzy Chen), 일본은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

ke), 하나에 모리(Hanae Mori), 다카다 겐조(Takada Ken-

zo)를 선정하였으며 각 브랜드의 컬렉션 시작 시점부터

2014년 F/W 컬렉션까지 각 브랜드별 200점의 자료를 수

집하여 연구의 객관성을 위해 의류학 전공자 10인이 전

통을 응용한 디자인 요소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중국풍

과 일본풍을 대표하는 사진 6점씩을 최종 자료로 이용

하였다.

연구방법은 선행연구 논문, 의류학, 미학, 철학, 예술

학 관련 서적을 통한 문헌 자료와 유물 시각 자료, 패션

잡지, 각 브랜드 홈페이지, 패션 정보 전문 사이트 등을

통한 시각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하였다.

II. 신라 여성 복식 고찰

신라 여성 복식은 고서(古書), Kweon(2001)을 비롯한

신라 복식에 관한 선행연구 및 토우(土偶), 토용(土俑),

고분 출토 유물, 주변국 유물 등을 중심으로 그 형태를

유추할 수 있으나, 시각 자료는 매우 제한적이다.

삼국 중 가장 긴 역사를 지속한 신라는 복식에 신분

차이가 반영되어 상하 ·존비 ·귀천의 등위를 구별하였

다.『구당서(舊唐書)』 卷199 東夷列傳 新羅傳 등 사서의

‘신라의 풍속, 형정, 의복은 고(구)려 ·백제와 거의 같다’

는 기록(Liu, 2007)을 통해 신라 복식의 기본적인 유형

과 구조는 고구려, 백제와 대체로 유사했음을 알 수 있

다.

진덕여왕(眞德女王)이 648년 당(唐)제를 받아들이기

전까지 신라 옷의 기본 구조는 남녀공통인 저고리[ ]

·바지[袴]에 여자는 치마[裳]를 더한 것이 기본으로, 겉

옷으로 포(袍)를 덧입었음은 삼국이 같다. 그러나 648년

당제를 받아들인 후 삼국을 통일한 신라의 복식은 전체

적으로 신라 및 삼국의 복식 제도를 바탕으로 통일 이

전과는 다른 복식 문화를 이끌어냈고 당시 관계가 깊었

던 당 및 주변국들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적극적인 교

류를 통해 새로운 양식을 받아들임으로써 이전보다 다

양한 복식 양식을 나타낸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따르면 진덕여왕 재위 2년(648년)

김춘추가 입당(入唐)하여 당의(唐儀)를 따르기를 청하여

이후 신발에 있어 이(夷)는 화(華)로 바뀌고, 또한 문무

왕(文武王) 재위 4년(664년)에는 부인의 의복도 개혁하

여 진덕여왕 대에 이르러 당의 복제(服制)를 받아들이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Kim, 1145/2012). 니혼쇼키[日本書

紀; 720]에 신라의 공조사 지만사찬 등이 당나라의 옷을

입고 축자에 이르렀으나 일본 조정에서 그 복장에 백성

이 물들까 염려하여 질책하고 돌려보냈다는 기록에서도

신라인들의 당풍 복식 착용을 알 수 있다(Toneri, 2007).

삼국통일 후 신라의 문화는 한층 성숙하였으나 상하

존비(上下尊卑)를 막론하고 사치에 흐르고 예의에 벗어

나 42대 흥덕왕(興德王) 9년(834년) 골품제도(骨品制度)

하에 신분을 엄격히 구별하고 사치를 금하기 위해 복식

금제령(服飾禁制令)이 내려졌다(Kim, 1145/2012). 삼국

사기 색복조(色服條)에 20여종의 복식 금제와 착용 규정

이 계급별, 남녀별로 복식의 직물, 문양, 장식, 색채 등에

관해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나(Kim, 1145/2012) 기록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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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명칭은 유물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 그 실체가 어떤

것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복식 금제에 언급된 복

식 종류로는 관모(冠帽) ·복두( 頭) ·표의(表衣) ·내의

(內衣) ·포 ·고( ) ·단의(短衣) ·유 ·내상(內裳) ·표상

(表裳) ·반비(半臂) ·배당(褙 ) ·표( : 목수건) ·요대

(腰帶: 허리띠) ·요반( : 허리끈) ·말(襪: 버선) ·말요

(襪襪: 버선목) ·화대(靴帶) 등이다(Kim, 1145/2012). 이

중 여자 복식은 표의, 내의, 반비, 고, 대(帶), 말요, 말, 이,

표, 배당, 단의, 표상, 요반, 내상, 소(梳: 빗), 채(釵: 비녀),

관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가운데 말요와 표, 배당, 단의,

표상, 요반, 내상, 소, 채, 관은 여자만의 복식이었다. 표

의, 내의, 반비, 고, 요대, 말, 이는 남녀 공통의 복식이

었으며 전 계급에서 남녀 모두에게 착용이 허용된 것은

표의, 내의, 고로 이는 삼국시대 남녀 모두에게 착용되

던 우리 고유복식인 포, 유, 고와 같은 개념일 것이다.

귀족여자들의 복식에 반비, 배당, 표 등의 복식들이 새

롭게 등장하였으며 포색(布色)에 이르기까지 규제가 가

해졌는데 복색(服色)에 대한 규정은 여자에게만 한정되

어 기술되어 있다.

1. 저고리

신라 여성 저고리 형태는『신당서(新唐書)』卷 220 列

傳 新羅傳에 ‘부장유(婦長 )’라 하여 부녀자들의 저고

리 길이가 길었음을 알 수 있고(Ouyang & Song, 2007)

신라 의복이 대개 고구려, 백제와 같다는 기록으로 미루

어 기본 구조는 고구려 저고리 형태와 같이 길, 소매, 목

둘레와 가선으로 이루어진 령금(領襟), 대로 구성되었을

것이다(Chae, 2012). 이는 5C경으로 추정되는 경주 황남

동 출토 여자 토우<Fig. 1> 저고리 둔부선 근처에 가로

선이 있어 엉덩이를 덮는 길이임을 짐작할 수 있고 세

부 형태로 소매통은 비교적 몸에 꼭 끼는 착수(窄袖), 목

선은 고구려 복식과 유사하다는 문헌 기록으로 미루어

직령(直領)으로 유추할 수 있으며 여밈 역시 명확하지

않으나, 고구려 저고리<Fig. 4>처럼 대로 여미어 입었을

것이다.

통일 후 신라 여성 저고리는 토용<Fig. 5>−<Fig. 6>

을 통해 목선은 직령과 단령(團領), 소매는 좁은 소매형,

진동과 소매입구가 일자형을 이루는 형, 소매부리로 갈

수록 넓어지는 형, 여밈 수단은 단추나 고름으로 여미는

형 등 다양한 스타일이 존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황성동, 용강동 출토 여자상의 저고리는 앞길의 모양

이 불분명하나, 남자 토용이 단령포로 짐작되는 점으로

미루어 여자 토용의 경우에도 단령의 형태일 가능성이

있으며(Kweon, 2001) 이는 직령형 저고리와 함께 착용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치마

경주 황남동 출토 여자 토우<Fig. 1>의 둔부선 근처

의 가로선 아래로 치마 착용이 보이는데 넓은 세로선이

규칙적으로 선각되어 있으며 세로선은 주름형태 혹은

색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치마폭은 아래로 갈수

록 넓어지는 A라인 실루엣으로 길이는 발등까지 오는

길이이다. 다른 여인상 토우<Fig. 2>에서는 저고리 표

현 없이 가슴 바로 아래에서 치마 허리선이 시작되어

하이 웨이스트 라인(high waist line)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치마 위에 저고리를 입는 일반적 착장방법이 아닌

저고리 위에 치마를 입어 나타난 허리선으로 보인다

(Kweon et al., 2002). 치마에 넓은 폭의 세로선이 규칙적

으로 있는 것으로 보아 역시 주름 형태이거나 색동 치

마로 유추되며 치마 길이는 무릎 바로 아래 정도에 치마

선이 있는 것으로 보아 종아리 길이 정도의 짧은 치마로

보이며 형태는 역시 밑으로 갈수록 퍼지는 A라인 형태

이다. 주름이 있는 치마 형태 외에 절하는 여인상<Fig.

3>에서와 같이 주름이 없는 치마 형태도 확인된다.

통일 후 여성 치마에서는 허리선의 변화와 함께 실루

엣, 착장법의 변화가 주목된다. 흥덕왕 복식 금제를 보

면 치마를 겉치마인 표상과 속치마인 내상으로 구분하

고 있으며 이는 오직 여자 전용임을 알 수 있다. 신라 여

성복은 대체로 고구려, 백제와 마찬가지로 치마 위에 저

고리를 입는 기본적인 방식이었으나 통일신라 토용을

보면 저고리 위에 치마를 입어 착장법과 함께 전반적인

실루엣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허리선에서 A라인으로 퍼

지던 형태에서 치마를 가슴선에서 여미어 입음으로써

slim & long 실루엣의 하이 웨이스트 라인을 형성하여 보

다 여성스럽고 관능적인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이러한

착장법의 변화는 문무왕 4년(664년) 부인의 복도 당 복

식과 같이 하라는 명령과 함께 이루어진 결과로 알려져

있으나(Kim, 1145/2012) 하이 웨이스트 라인은 당 이전

이미 북조에서 수시기에 형성된 것이며 이미 황남동 토

우에서도 치마를 가슴 바로 아래에서 착용하고 있는 것

<Fig. 2>으로 보아 치마를 가슴선에서 착용하는 방식이

통일 이전 이미 존재해왔고 통일 후 좀 더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통일신라기 용강동

여자 토용 치마<Fig. 6>에는 어깨끈이 달려 있는데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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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 토용에서는 보이지 않던 어깨끈이 시기적으로 나

중인 용강동 토용에서 보인다(Kweon et al., 2002). 이는

허리선에서 치마를 착용하던 습관을 가슴 선에서 여며

입는데 따른 활동상의 불편함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

을 것으로 생각되며 어깨끈은 중국에서도 보이기는 하

나 일반적이지 않으며 더욱이 당대(唐代)의 풍습은 아

니었던 점으로 보아 활동상 편의를 위해 수용과정에서

변형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Kweon, 2001).

3. 바지

신라인들은 바지인 고를 가반(柯半)이라 불렀는데『삼

국사기』색복조의 복식 금제를 살펴보면 표의, 내의, 반

비, 고만이 남녀 공용으로 착용되던 복식으로 나와 있

고 바지는 진골에서 평인에 이르기까지 신분 착용 규제

를 받지 않고 모두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어 신라에서

바지는 여자들도 신분에 관계없이 즐겨 입은 복식이었

음을 짐작할 수 있다(Kim, 1145/2012). 이는 고구려 벽

화 및 남자 바지 형태<Fig. 7>−<Fig. 8>를 통해 그 형태

를 짐작할 수 있다.

4. 포

신라 복식이 고구려 및 백제 복식과 대략 비슷했다는

고서 기록,『삼국유사(三國遺事)』에 법흥왕의 방포(方

袍)에 관한 기록이 있는 점(Il, 1281/2008), 남자 토용들

이 포를 입고 있는 점에서 신라 여성 역시 신분이나 의

식, 의례용도, 혹은 방한 목적 등으로 포를 입었을 것으

로 사료된다. 흥덕왕 복식금제에 기록된 표의는 진골에

서 평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착용된 것으로 보아 겉옷의

개념인 포의 형태일 것으로 생각되며 당시 관련 자료의

부재(不在)로 그 형태는 알 수 없지만 삼국부터 이어져

오던 무릎을 덮는 길이의 직령전개형(直領全開形) 포

<Fig. 9>나 남자 토용에서 보이는 단령포<Fig. 10> 형

태였을 것이다.

5. 표

표는 지금의 숄과 같이 어깨 등에 걸쳐 입는 형태로

『삼국사기』색복조에 따르면 4두품 이상의 여자들만 착

용이 가능했다(Kim, 1145/2012). 왕비의 표는 금 ·은사나

실크로드의 여러 지역에서 수입한 청호반새 깃털이나 공

작새 깃털로 수놓아 장식할 정도로 호화로웠다. 표를 두

른 여인상<Fig. 10>은 출토된 여인상 가운데 표의 흔적

이 비교적 잘 남아 있다. 등 뒤 표현된 숄 형태는 겨드

랑이 아래로 내려진 두 가닥이 치마 가장자리까지 이른

다. 표를 두른 여인의 복식 형태는 당의 복식에서 많이

나타나는 형태로 당대 주방의 그림인 <휘선사녀도> 등

에서 이와 유사한 형태를 볼 수 있다.

6. 반비, 배당

흥덕왕 복식 금제를 보면 반비와 배당은 4두품 이상

의 여자에게만 착용된 복식으로 반비는 남자와 여자 모

두에게서 착용된 반면 배당은 여자에게만 착용된 것으

로 판단된다. 반비와 배당은 소매가 없거나[無袖] 소매

가 짧은 옷[短袖衣]일거라는 추측만 있을 뿐 뚜렷한 형

태적 구분을 짓지는 못하고 있으며 경주박물관 야외전

시물의 기단석에 묘사된 인물에서 단수의 착용 형태

<Fig. 11>를 볼 수 있다(Kweon, 2001). 또한 소매가 없는

무수 형태는 신라와 복식이 유사한 고구려의 안악3호

분의 묘주부인<Fig. 12> 및 시녀들의 의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상 신라 여성 복식을 <Table 1>에 정리하였다.

III. 전통을 활용한 중국·일본

패션 브랜드 사례

세계는 거대한 단일 시장으로, 국제 시장에서 타국과

차별화된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는 전통 문화의 중요성

은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다. 한국 주변국으로 유사한

전통과 복식 구조를 공유하고 오랜 시간 정치적, 경제

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중국과 일본은 이미

전통 복식을 근간으로 국제 무대에서 중국풍과 일본풍

으로 자국의 복식미를 알리는데 성공하였다.

신라 복식 이미지를 응용한 한국적 패션 컨셉을 기획

하기에 앞서 전통 이미지를 활용한 중국과 일본의 대표

브랜드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이를 한국적 패션 컨셉

기획의 기초 자료로 마련하고자 한다.

1. 중국

현대 패션에서 중국의 전통 복식인 ‘치파오[旗袍, 長

衫]’를 모티브로 한 패션은 세계인들에게 보편적인 것이

되었다. 치파오<Fig. 13>는 청(淸, 1636~1912)나라 귀족

층이 주로 입던 길이가 길고 품이 넉넉한 포의 형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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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illa women's costume

Silla Relics Diagram

Jeogori

Chima

Baji

Fig. 1. Clay

figurines,

Hwangnam-

dong, Gyeong-

ju, 5-6C.

From Chae.

(2012). p. 58.

Fig. 2. Clay

doll, Hwang-

namdong,

Gyeongju,

5-6C.

From Kim.

(2011). p. 148.

Fig. 3. Clay

figurines,

Hwangnam-dong,

Gyeongju,

5~6C.

From Kim.

(2011). p. 145.

Fig. 4.

Noble

woman,

Susan-ri

tomb, 6C.

From Chae. 

(2012).

p. 140.

Fig. 6. Clay

figure of

a woman,

Yonggang-dong,

Gyeongju, 8C.

From Ryu et al.

(2008).

p. 37.

Fig. 5. Clay 

figure of

a Woman,

Hwangseong-

dong,

Gyeongju, 7C.

From Ryu et al. 

(2008). p. 36.

Fig. 7. Monument

to the Martyrdom

of Yi Cha-don,

Gyeongju, 818.

From Chae.

(2012). p. 94.

Fig. 8. Presenting an

offering to Buddha

drawing, Dansug

mountain, Gyungju, 7C.

From Ryu et al.

(2008).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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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된 것으로 1920년대 서양문화 유입과 함께 복잡한

장식물을 제거, 단순한 실루엣을 이루는 서양복식과 절

충된 형태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Chae, 2004a). 서양에

서 중국 문화는 중세 이후 동양에 대한 신비주의로 관

심을 끌어왔으며 특히 1930년대 이후 중국풍 패션이 가

시화되어 세계 디자이너들은 문양이나 자수 기법 등을

다양하게 차용하고 있다. 글로벌 마켓에서 중국풍 명품

브랜드로 자리 잡은 비비안 탐, 상하이 탕, 시아치 첸에

차용된 디자인 컨셉 유형을 살펴본다.

비비안 탐은 중국 태생으로 홍콩에서 중국 ·영국의 혼

합식 교육을 통해 중국 ·영국의 융합된 문화 속에서 성

장하였으며 상하이 탕의 데이비드 탕(David Tang)은 중

국 부호의 아들로 태어나 영국에서 교육을 받았다. 시아

치 첸은 대만계 패션 디자이너로 중국 전통 의상을 모던

한 실루엣과 혼합하여 성공하였으며 중국풍 디자이너

들은 그들 전통 복식인 청삼[旗袍] 즉, 치파오를 디자인

에 가장 많이 응용하였다.

그들의 전통 디자인 요소에서 가장 많이 응용된 부분

은 전통 복식과 전통 문양이다. 의상의 형태적 측면에서

치파오의 차이니즈 칼라<Fig. 14>−<Fig. 19>, 사선 여밈

<Fig. 13>−<Fig. 14>, <Fig. 19>과 같은 특징적인 디테일

을 응용하되 착용자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실용적

인 원피스, 스커트, 바지, 블라우스, 재킷, 코트 등 평소

입을 수 있는 아이템들로 구성하여 전체적으로 현대적

인 트렌드에 부합시켰으며, 실루엣에 있어서는 대부분

서양의 모던한 바디 피티드 실루엣을 이용<Fig. 13>−

<Fig. 14>, <Fig. 18>−<Fig. 19>하여 서양식과 중국식을

적절히 조화시키고 있다.

또한 전통 문양으로 문자<Fig. 15>, 부처, 매화, 모란,

대나무, 용, 나비 등에 내재된 벽사( 邪), 장수(長壽), 복

(福), 부(富)의 상징적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이는 전

통 문양의 외적인 표현 뿐 아니라 그에 내재된 상징적 의

미의 동양적 사상을 부각시킨 점은 그녀의 디자인을 차

별화시킨 부분이라 할 수 있다.

Table 1. Continued

Silla Relics Diagram

Po,

Pyo,

Banbi

Fig. 9. Dancers.

Muyongchong,

4-5C.

From Chae.

(2012). p. 24.

Fig. 10. Figurine,

Yonggangdong,

Gyeongju, 8C.

From Ryu et al.

(2008). p. 37.

Fig. 12.  Wife of tomb

owner, Anak Tomb

no.3, 4C.

From Chae.

(2012). p. 126.

Fig. 11. Figure of 

podium, Gyungju 

National Museum.

From Kweon.

(2001). p.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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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에 있어서는 역시 전통색의 음양오행의 이치를 바탕

으로 자연의 순환성과 관계성을 상징하는 황, 청, 적, 백,

흑의 오색을 활용하여 의상에 도입하였다. 주로 중국인

들이 선호하는 선명한 벽돌색인 적색(Chinese red)<Fig.

17>을 가장 많이 사용하며 선명한 청색(Chinese blue), 금

색, 흑색<Fig. 19>, 백색도 자주 사용한다. 소재에 있어

서는 주로 전통적인 느낌의 양단이나 공단과 같은 광택

있는 실크 소재<Fig. 14>−<Fig. 16>, <Fig. 19>로 중국풍

을 나타내었다.

이상 중국풍 브랜드의 전통 디자인 요소 활용에서 주

목할 점은 동양과 서양, 전통성과 실용성을 잘 조화시

켰다는 점이다.

2. 일본

전 세계적으로 시선을 집중시키며 발전하고 있는 현

대 일본 패션에는 그들이 살아온 삶과 예술, 종교, 철학

을 통해 숨 쉬는 그들만의 독자적인 미학이 존재한다.

전통을 존중하며 외래적인 요소와 절충적인 조화를 통

해 지속, 발전되어온 그들의 예술과 삶의 자세에는 각

시대를 통해 끊임없이 추구해온 그들만의 미적 이념의

독자적인 연구를 통한 창조적 향상심이 배어 있다(Chae,

2004a). 세계적으로 일본풍으로 주목을 집중시킨 하나

에 모리, 다카다 겐조, 이세이 미야케에서 활용된 전통

디자인 요소에 대해 알아보겠다.

하나에 모리는 동양인 최초로 파리 오트쿠튀르 의상

조합의 정식 멤버로 가입하여 일본 패션을 세계화시키

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다카다 겐조 역시 도쿄

에서 패션 수학 후 일본 전통 의상인 기모노<Fig. 20>의

직선적인 평면 구성 등을 연구하여 크고 넉넉함을 특징

으로 하는 패션 스타일을 선보여 1970년대 파리 패션계

를 열광시켰다. 이세이 미야케는 파리, 뉴욕에서의 패션

수학 후 도쿄에서 미야케 디자인 스튜디오(Miyake De-

sign Studio)를 설립하여 본격적으로 전통 문화의 중요

Fig. 13. Cheongsam,

18C, China.

From Chae.

(2012). p. 393.

Fig. 14. Vivienne

Tam 2007 F/W.

From Kim.

(2011). p. 83.

Fig. 15. Vivienne

Tam 2009 F/W.

From Kim.

(2011). p. 85.

Fig. 16. Shanghai

Tang 2010 S/S.

From Kim.

(2011). p. 93.

Fig. 17. Shanghai

Tang 2010 F/W.

From Kim.

(2011). p. 94.

Fig. 20.

Kimono,

19C, Japan.

From Chae.

(2012). p. 398.

Fig. 21.

Hanae Mori

2001 F/W.

From Kim.

(2011). p. 101.

Fig. 22.

Hanae Mori

2003 F/W.

From Kim.

(2011). p. 101.

Fig. 18. Shiatzy Chen 

2013 F/W.

From Shiatzy Chen 2013 

F/W. (2013). http://

www.firstviewkorea.com

Fig. 19. Shiatzy Chen 

2013 S/S.

From Shiatzy Chen 2013 

S/S. (2013). http://

www.firstviewkorea.com

– 97 –



98 한국의류학회지 Vol. 39 No. 1, 2015

성을 인식하고 연구하였다. 이들은 1970년대부터 전통

적인 일본 전통 의복인 기모노의 형태와 전통 소재에 관

해 관심을 갖고 연구하였으며 그들의 전통 디자인 요소

의 기초를 일본의 전통성에 두고 작품에 적용하여 일본

의 정체성이 뚜렷한 옷을 만들었다.

그들의 패션 실루엣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기모노의 직령교임<Fig. 21>, <Fig. 23>과 V네크라인,

빅 룩<Fig. 21>, <Fig. 23>과 레이어드 룩<Fig. 24>−<Fig.

25>의 착장방식, 오비 디테일 응용<Fig. 22> 등 전통복

을 모던하게 재해석하여 세계 패션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2차원적인 평면적인 기모노 착용 시 3차원적인

공간을 형성하는 공간성에 주목하였으며 형태면에서 하

나에 모리는 바디 피티드 실루엣을 주로 응용하였으나

겐조와 미야케는 일본 전통 기모노의 형태를 응용하여

서양의 주된 재단법인 다트나 프린세스 라인을 사용하

지 않고 평면적이고 기하학적인 선에서 출발하여 새로

운 형태의 레이어드 룩과 빅 룩을 창조하였다. 직선적

인 실루엣에서 보이는 부드러운 드레이프 표현의 조형

성에 주목하여 인체의 곡선을 전혀 다른 새로운 시각으

로 해석했으며 동양적 공간 개념을 도입하여 새로운 실

루엣을 창출했다.

색채에 있어서 일본 무로마치[室町](1336~1573)시대

의 선종(禪宗)에 대한 숭배에서 기인한 형식주의적 색

채에 대한 반발로 차분한 색채인 무채색 계열의 채도가

떨어진 쥐색계의 색상이 유행하였는데 이는 일본풍 의

상에서 모노톤의 무채색, 중간색인 쥐색과 같은 뉴트럴

(neutral) 색상으로 나타난다. 또한 헤이안[平安]시대의

쥬니히도에[十二單]의 레이어드 착장방식에 의해 색이

겹쳐 나타나는 ‘가사네이로매[襲色口]’라고 하는 습색

(襲色)의 배색미를 특징으로 하며 간색(間色)과 다색(多

色)의 색채 조화를 통해 겹쳐 입는 의복들의 색배합과

배열로 색의 중첩에 의한 다양한 효과를 독특하게 표현

한다.

또한 이들 디자인에서는 의상의 외적 형태를 통해 표

출되는 일본의 내적 사상과 정신, 전통 미의식을 현대

적으로 재해석하여 독특한 작품세계를 구축하였다. 그

들은 일본 전통의 꾸밈과 반꾸밈의 미의식을 다양하게

패션에 반영하여 일본 전통 기법을 디자인에 접목시켰

다(Chae, 2004a). 일본의 독특한 미의식인 반꾸밈의 미

의식은 일본 문화의 외적 아름다움에 대항한 내적 아름

다움의 선호에서 비롯된 것으로 선(禪, Zen)의 공(空)사

상과 통한다. 이원성을 거부하는 공의 개념은 이세이 미

야케의 ‘한 장의 옷감’으로 제작하는 복식<Fig. 26>에서

그 특성을 발휘한다(Chae, 2004b). 이는 모든 유기체의

피드백 시스템을 의미하는 공의 순환성-돌아옴[返]을

의미하며, 미야케는 이를 형상화하기 위해 한 장의 천으

로 최대한 구성선을 배제하여 이음선 없이 연속되는 원

(遠)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면서 정형화하지 않는 무형태

로 제작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Miyake, 1998).

불규칙, 비대칭, 불완전의 일본 미학의 3대 중요 요

소는 일본풍 의상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다(Steele,

1991). 좌우대칭을 무시한 형태 왜곡<Fig. 27>, 극단적

인 양감의 강조, 독특한 외형과 옷 주름의 표현, 풍선과

같은 의외성의 부풀림 등을 통해 중세의 미적 이념인 오

카시(おかし ·い)의 해학미를 특징으로 하는 작품들로

시선을 끌었다(Chae, 2004b). 일본풍 브랜드는 전통 기

모노의 특징적인 디테일인 직령교임과 V네크라인, 빅

룩, 레이어드 룩의 착장방식 외에도 전통 문양, 색상, 소

재 등을 다양하게 응용하였다.

이상 중국, 일본의 각 브랜드 모두 ‘East meets West’의

동서 융합을 컨셉으로 두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많이 활

용되는 전통 디자인 요소는 전통 복식 형태와 디테일로

Fig. 23. Takada Kenzo

1996 F/W.

From Lee. (2012b).

http://navercast.

naver.com

Fig. 24. Takada

Kenzo 1976 F/W. 

From Lee. (2012a).

http://navercast.

naver.com

Fig. 25. Issey

Miyake

1994 S/S.

From Kim.

(2011). p. 107.

Fig. 26. Issey

Miyake

1990 S/S.

From Kim.

(2011). p. 111.

Fig. 27. Issey

Miyake

1984 S/S.

From Kim.

(2011). p.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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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치파오의 만다린 칼라와 사선 여밈을, 일본은 기

모노와 유카타의 직령교임과 V네크라인을 활용하였다.

실루엣에 있어 중국이 주로 바디 피티드 실루엣을 활

용한 반면 일본은 바디 피티드 실루엣 외에 직선적인 라

인의 빅 룩과 레이어드 룩의 전통 복식 형태의 특징적인

요소를 차용하였다. 전통 문양은 외형적 요소의 밑바탕

을 이루는 정신사상과 함께 자주 응용되었으며 전통 색

상, 소재, 문화, 미의식 등도 자국의 독자성을 나타내는

데 부분적으로 활용되었다. 이상 내용을 <Table 2>에 정

리하였다.

IV. 신라 이미지를 응용한

한국적 패션 컨셉 기획

1. 신라 이미지에 나타난 전통 디자인 요소

패션 컨셉 기획은 상품 기획 단계에서 디자인의 전개

방향을 결정하며 다른 브랜드와의 차별화를 정립하고 상

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다. 앞서 브랜드 사례를 통해 전통 디자인 요소가 응용되

는 여러 방식을 살펴보았으며 도출된 유형은 전통 복식,

전통 문양, 전통 색상, 전통 소재, 정신세계, 미의식으로

압축되었으며 자국 전통을 응용하여 현대화하는 것이

각 브랜드 디자인의 핵심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 아시아 브랜드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된 디자인

요소를 신라 여성 복식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전통 복식

아시아 브랜드들은 독자성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자

국의 전통 복식에서 대표적인 디자인 코드를 찾아내어

의상에 반영하였다. 중국은 치파오의 차이니즈 칼라와

사선 여밈, 일본은 기모노의 직령교임, 빅 룩, 레이어드

룩과 같은 전통복의 특징적인 요소를 부각시켰으며 양

국 모두 서양의 바디 피티드 실루엣을 부분적으로 적용

하여 동서양의 조화를 살려 보편성을 추구하였다.

따라서 한국도 정체성을 가시화할 수 있는 신라 복식

의 대표적인 디자인 코드로써 실루엣에 있어 치마가 밑

으로 퍼지면서 형성되는 A라인 실루엣<Fig. 31>, 통일

후 주로 나타나는 하이 웨이스트 라인의 인체의 선을 따

라 유연한 곡선을 이루는 slim & long 실루엣<Fig. 32>

을 기본으로 한다. 기하학형의 단순미를 특징으로 하는

저고리 및 포에서 보이는 Y자형, V자형 깃과 가선<Fig.

28>−<Fig. 30>, 신라 치마 형태 중 전개형 랩 스타일(wrap

style)의 주름형, 색동형 스커트, 통일신라 여인상에서 보

이는 하이 웨이스트 라인 스커트<Fig. 32>, 공간성을 부

여한 주름 장식의 사용이 특징인 신체를 구속하지 않는

풍성한 형태의 바지 등도 활용한다.

신라 여성복은 대부분 단순한 기하학 형태의 사각형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미리 인체의 곡선과 치수에

맞게 재단된 입체적 형태가 아닌 평면형으로 인체에 입

혀졌을 때 완전한 형을 갖추는 가변적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서양의 이미 고정된 착용법과 비교할 때 인체의

구속 없이 착장법에 따라 착장자의 다양한 미의식을 표

출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러한 신라 복식의 네크라인과

실루엣의 특징적인 요소를 응용한 컨셉 제안은 한국적

정체성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2) 전통 문양

전통 복식 다음으로 가장 빈번하게 응용되는 전통 문

양은 표현방식과 패턴의 전개방식에 따라 독특한 미적

가치를 창출하였다. 신라의 전통 문양은 한국 고유의 자

연에 대한 미의식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는데 문자금(文

字錦) ·조하금(朝霞錦) ·야초라(野草羅) ·승천라(乘天

羅) ·소문능(小紋綾) ·중문능(中紋綾) ·월라(越羅) ·어

아주(魚牙紬) ·대화어아금(大花魚牙錦) ·소화어아금(小

花魚牙錦) ·운포금(雲布錦) 등의 신라 문양들을 통해 문

자, 들풀, 물고기 이빨 모양 등 그 형태를 짐작할 수 있다.

신라의 문양은 식물, 동물 등의 자연문과 기하학적 도

Table 2. Comparison of Chinese and Japanese brands using traditional images

China Japan

Concept type
Traditional costume, pattern, color, material, culture, 

spiritual world

Traditional costume, pattern, color, material, culture, 

spiritual world, esthetic sense

Characteristics
 Mandarin color,

Slant line closed 
+ Body-fitted silhouette

Kimono Horizontal collar 

sawing, V-neckline, Big 

look, Layered look

+ Body-fitted silhouette

Difference Simple use of traditional costume features
Use of features of traditional costume

+ Japanese philosophy, esthetic s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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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추상적 형태 등의 인공문 등으로 나뉘며 이러한 문양

들은 각각의 상징성을 내포한다. 천(天) ·지(地) ·인(人)

을 뜻하며 우주의 생성과정을 상징하는 삼태극문, 생명

의 시작인 곡옥, 구슬을 줄줄이 늘어놓은 문양인 연주

문(連珠文), 팔메트 형태의 보상화문, 당초문, 다산(多産)

과 다남(多男)의 상징인 포도, 왕족의 상징인 용, 왕후의

상징인 봉황, 벽사( 邪)의 의미를 내포하는 귀면(鬼面)

등의 상징적 문양들이 신라시대에 이용되었다.

그러나 한국 ·중국 ·일본은 비슷한 문화권에 있기 때

문에 모티브의 대상이 겹치므로 문양 응용 시 표현방법

에 있어 차이를 두어 차별화해야 한다. 중국은 광활한

대륙적 기상을 바탕으로 웅대하고 장대한 미를 추구하

였으며 문양에 있어서도 모티브의 크기가 크고 화려한

색과 입체적 표현이 많아 문양을 강하게 부각시키며 문

양이 복식 전체를 다 채우는 경향이 있으며 화려하고 사

실형이나 추상형으로 표현된다(Ryu, 2010). 일본의 문

양은 회화풍 배치 구도가 특징으로 역시 방향은 정면을

향하고 자연문 외에도 부채, 배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사물문이 많이 나타나며 문양이 대체로 섬세

하고 복잡하며 모티브들이 중첩을 이루고 있는 것이 특

징이다(Ryu, 2010).

따라서 신라 문양 응용에 있어 중국 ·일본처럼 문양

을 전면에 배치하거나 회화풍 구도로 중첩하기보다 한

국적 여백의 미를 활용하며, 특히 문양의 사실적 표현

보다는 형태를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단순화, 간략화하

거나 상징성을 강조하여 중국 ·일본과 차별화된 미를

추구한다.

3) 전통 색상

신라 장신구에 보이는 색은 채도와 명도가 높은 적색

계열, 청색계열, 황색, 녹색과 같은 다채로운 색상들이

소색과 함께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흥덕왕 복식 금

제를 통해 신라 여성 지배층에서는 자 ·비 ·청 ·황 ·홍

·금 등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홍화 등의 붉은색만

을 염색하는 홍전(紅典)이 따로 있었던 것으로 보아 붉

은색 계열은 특히 중요한 색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소색은 가공하지 않은 자연의 색으로 빛의 색이며

밝음, 맑음, 깨끗함을 대표하는 색으로 신라에서는 소

색을 숭상하고 선호하였다(Kim, 2011). 또한 신라에서

는 음양오행적 우주관에 바탕을 둔 오정색(五正色)-적

(赤) ·백(白) ·청(靑) ·황(黃) ·흑(黑)과 오간색(五間色)-녹

(綠) ·벽(碧) ·홍(紅) ·주황(朱黃) ·자색(紫色)을 사용하였

다. 그러나 오정색, 오간색은 중국과 대부분 겹치므로

채도의 변화를 주거나 색동으로 부분적으로 활용한다.

4) 전통 소재

최근 한국적 패션 디자인을 선보이는 디자이너들에

게 전통 소재에 대한 관심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

며 한국적 미를 반영하는 디자인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신라에서는 다양한 사(紗), 주(紬), 라(羅)

등의 견과 마, 모, 면, 가죽과 같은 천연 소재들이 사용되

었으며 특히 견과 마의 사용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신

라 소재의 응용에 있어서는 관능미와 여성미를 드러내

는 속이 비치는 얇은 사 종류인 노방 소재, 자연미를 살

린 거칠고 불규칙하며 투박한 표면 질감이 특징인 대마

소재인 삼베, 부드럽고 섬세한 느낌의 저마 소재인 모

시 등을 신라의 대표적인 소재로 활용하여 전통성을 나

타낸다.

5) 정신세계 · 전통 미의식

한국적 패션 디자인에 있어 정체성과 독자성이 결여

된 것은 디자인 철학의 부재와 생산성 위주의 경제성장

Fig. 28. Twelve

Animal Figures,

Silla, 8C.

From Kim.

(2011). p. 119.

Fig. 29. Noble woman

Ssangyongchong,

Goguryeo, 5C.

From Kim.

(2011). p. 119.

Fig. 30.

Y, V-neckline.

From Kim.

(2011).

p. 119.

Fig. 31. A-line

silhouette.

From Lee and Cho.

(2004).

p. 78.

Fig. 32. Slim & long

silhouette.

From Lee and Cho.

(2004).

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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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만 힘을 집중시킨 결과이다. 각 시대별 복식을 특별하

게 만드는 복식의 차별성은 복식에 내포된 미의식과 같

은 내면적 특성에서 기인하며 각국의 전통 미의식은 자

국의 독자성을 드러내는 복식 디자인의 보고이다(Kim,

2011).

신라는 불교 유입 이전 전통적인 신앙체계가 있었으며

이는 신조(神鳥), 신수(神樹), 신어(神魚), 천마(天馬)사상

등으로 나타나며 불교 유입 후 6세기 이후 신라의 문화

재와 유물 중에는 불교와 관련된 것이 많이 남아있다.

선행연구 및 신라 유물, 문학, 사서 기록을 통해 유추

한 신라의 미의식은 무작위적 자연미, 해학미, 염(艶)의

미, 장식적 기교미의 특징으로 나타난다(Kim & Chae,

2013).

무작위적 자연미는 신라의 유물 및 문학에서 느낄 수

있는 인위적이지 않으면서 자연적이고 토속적이며 질

박한 표현으로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됨을 중요시한 신라

인들의 자유로운 기풍의 휴머니즘적 미의식에서 비롯

된 것이다. 해학미는 신라 토우를 비롯한 여러 유물 문

학 작품에서 나타나는데 익살스러움에서 느껴지는 흥

겹고 즐거운 해학이 가득하다. 연애적이고 호색한 취향

과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이중성을 갖는 염의 미는 신라

토우의 사실적인 사랑의 표현과 향가와 같은 문학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신체적 아름다움에 매혹되는 신라인

들의 탐미주의적 미의식을 엿볼 수 있다(Kim & Chae,

2013). 염의 미는 장식적인 불교 미술의 전래를 통해 장

식적 기교미로 이어지는데 신라 고유의 감각과 정서와

전통이 새로움과 융합되어 보다 국제적인 보편성을 띤

미의식을 형성한다.

이상 6가지 신라 전통 디자인 요소를 <Table 3>에 정

리하였으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중국 ·일본의 사

례분석에서와 같이 다른 나라와의 차별성을 보여주며

상품 가치를 높이는 강력한 수단인 자국 전통을 바탕으

로 한 디자인 제시이다. 또한 이에 더하여 동양과 서양,

전통성과 실용성을 잘 조화시켜야 할 것이다.

Table 3. Traditional Silla design elements

Design elements Characteristics

Traditional

costume

Traditional

patterns

Plant pattern (Lotus pattern, bosanghwa pattern, indongdangcho pattern, and vine pattern)

Animal pattern (Phoenix pattern, gareungbinga pattern, dragon, lion, and horse)

Geometric pattern (Comma-shaped, Sam-Taegeuk pattern, and pearl rounded pattern), Ghost face, Person pattern

Traditional

colors

Various colors which are high in chroma and brightness such as red, yellow, and green + natural white, purple,

deep pink, blue, yellow, red, and gold were used.

A series of red colors were used as specially important colors.

Five primary colors and five compound colors based on the yin and yang thought.

Traditional

material
Kinds of silk and other natural materials such as hemp, wool, cotton, or leather

Spiritual world Heavenly bird thought, heavenly tree thought, heavenly fish thought, cheonma thought + Buddhism

Traditional

esthetic sense
Unprocessed natural beauty, humorous beauty, sensuous beauty, decorative technical bea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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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라 복식을 활용한 한국적 패션 컨셉 기획

앞에서 도출된 신라 전통 디자인 요소를 현대 패션 트

렌드에 맞게 활용하여 한국의 전통성과 현대성을 융합

한 한국적 패션 컨셉 기획의 기본적 틀을 제공한다. 한국

적 패션 디자인은 디자인된 대상을 보았을 때 한국이라

는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한국의 미의식이 포함된 한국

적 이미지를 표출하는 디자인이다(Chae, 2007).

신라 이미지에서 유추한 6가지 디자인 요소를 바탕

으로 패션 트렌드 정보 사이트(www.firstviewkorea.com)

에서 제안한 2015년 S/S 4가지 트렌드 테마를 바탕으로

한국적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한국적 패션 컨셉 기획

을 제안한다.

평범한 삶에 특별한 관점이 스며든 일상, ‘Ordinary’

를 대주제로 15 스트림세미나에서 제시한 무기력 몽상

가, 일탈적 혁신가, 행복한 2인자, 괴짜 패거리의 4가지

소비자를 중심으로 무기력 몽상가는 실용주의를 바탕

으로 낭만을 꿈꾸는 ‘Daydream’, 일탈적 혁신가는 평범

한 일상에 작은 혁신을 가져가는 ‘Experiment’, 행복한

2인자는 모던한 삶 속에 집중과 여유를 갖고자 하는

‘Downtime’, 괴짜패거리는 낯선 것들을 마음껏 꼴라쥬

하는 ‘Sensation’ 테마를 바탕으로 신라 복식 이미지를

응용한 컨셉을 제안한다.

1) Concept; ‘Harmony of Contrast’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낭만을 꿈꾸는 ‘Daydream’ 테

마에 맞춰 최신 스타일과 효율성을 기본으로 자연과 고

대의 지혜에서 영감을 받아 신라와 현대의 조화, 동서양

의 만남과 어울림, 과거와 미래를 통합하는 새로운 이미

지 등 서로 이질적인 것들이 조화되어 새로운 아름다움

을 창조하는 ‘Harmony of Contrast’를 컨셉으로 제안한다.

시간이 쌓이며 생기는 아름다움을 알고 있고 자신이

속한 문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20, 30대를

타겟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주인공으로서, 신

라의 전통과 자연의 요소가 현재의 실용성, 편리함과

어우러지도록 한다. 자연과 맞닿아 있는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재창조하고, 서로 다른 요소들을 교환하거나

영역의 확대 등을 통해 현재에 가장 알맞은 새로운 가

치를 창조한다.

‘Harmony of Contrast’를 컨셉으로 신라 여성 복식의

대표 디자인 코드를 전통 색상, 소재 등과 함께 활용하

여 한국적인 이미지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조화롭게 재

해석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신라 여성 복식을 응용하는

데 있어 컬러는 신라 색상 중 황색, 황갈색 등을 땅, 점

토와 같은 자연에서 온 컬러와 연관 지어 기본 컬러로

사용하며 신라 유물에서 보이는 청량감 넘치는 블루 컬

러를 악센트 컬러로 사용한다.

2) Concept; ‘Timeless’

평범한 일상에 작은 혁신을 가져가는 ‘Experiment’ 테

마에 맞춰 자연과 문화에서 영감을 받지만 첨단과학의

방법과 현대적 관능 미학의 매력을 표현하며 과거와 미

래를 통합하는 새로운 이미지, 신라의 역사적 전통과 새

로운 혁신을 조화시키는 시공간을 초월한 ‘Timeless’ 컨

셉을 제안한다.

유행만을 따라가지 않으며, 기존의 관습이나 고정관념

에서 자유로운 20, 30대를 타겟으로 신라의 정신세계와

함께 신라 복식의 대표 디자인 코드를 반영하여 신소재

와의 조합으로 한국의 독자성을 표현하면서 시공간을

초월한 현대적인 매력으로 전개한다. 시공간을 초월한

‘Timeless’ 컨셉에 맞춰 신라의 정신세계를 표현하기 위

해 색상에 있어서 신라의 선호색인 소색과 함께 색상들

을 백색에 가까운 가볍고 깨끗한 컬러들로 표현하며 광

학적이거나, 화학적이거나, 디지털적인 시각으로 색상을

분해한 듯한 환상적인 컬러들을 제안한다.

3) Concept; ‘Empathy’

모던한 삶속에 집중과 여유를 갖고자 하는 ‘Downtime’

테마에 신라의 미의식을 응용하여 과거의 미의식으로

모던에 전통성을 부여하는 ‘Empathy’의 컨셉을 제안한

다. 유행에 민감하지 않지만 자신만의 스타일을 가진 20,

30대를 타켓으로 신라의 무작위적 자연미, 해학미, 염의

미, 장식적 기교미의 미의식을 응용하여 과거의 미의식

으로 현재와 공감하는 현대적인 미학을 표현한다. 신라

의 4가지 미의식 중 통일신라의 화려함과 그 이면의 감

각적인 염의 미를 보여주는 컨셉으로 현대와 공감하는

현대적 관능미를 표현한다. 미의식의 표현에서 필요 없

는 요소들을 배제한 군더더기 없고 심플한 형태의 기능

성을 중요한 포인트로 삼는다. 감각적인 염의 미를 현대

적 관능미로 표현하는 컨셉에 맞게 고요한 풍경을 연상

시키는 흐릿해진 색상 표현과 관능적인 다크 톤을 조화

롭게 사용한다. 그레이 컬러를 바탕으로 신라의 상징적

인 색상 중 적색, 청색, 녹색 등을 빛바래거나 어렴풋한

느낌의 은근하고 감성적인 색상들로 활용한다. 염의 미

의식의 응용에 있어서 한국적 상징성을 가시적으로 드러

내기 위해 Y자형 혹은 V자형 깃과 하이웨이스트 라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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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복식 디자인 코드를 함께 활용한다. 실루엣에 있어

군더더기 없이 관능미를 표현하는 slim & long 실루엣을

사용하고 시폰과 같이 얇고 비치는 see-through 소재 등

을 사용하여 염의 미를 나타내거나 몸에 피트되는 관능

적인 서양식 실루엣을 혼용한다. 몸에 피트되는 실루엣

을 표현할 때는 깃과 같은 디테일과 전통 문양 등을 응

용하여 신라적 특징을 표현한다.

4) Concept; ‘Modern with Antique’

낯선 것들을 마음껏 꼴라쥬하는 ‘Sensation’ 테마를 바

탕으로 신라의 전통 문양과 정신세계 등을 응용하여 보

편성 있는 근대의 모더니즘으로 전개하는 ‘Modern with

Antique’ 컨셉을 제안한다. 빈티지에서 독특함을 찾고 지

금의 언어인 디지털로 소통하는, 오래되어도 가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모더니즘을 표현한다.

만들어진 이미지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요소라도 선택하고 조합하여 자신만의 스

타일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신에 대해 확신을 지닌

30대를 타겟으로 신라의 정신세계, 문양, 복식 등의 전

통에서 독특함을 찾아 과거의 전통으로 현대의 모더니

즘을 표현한다. 신라의 정신세계에서 영감을 받아 빈티

지를 현재의 언어로 전개하는 테마와 전통으로 현대를

표현하는 컨셉에 맞게 신라의 정신세계를 활용하여 현

대의 보편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다. 신라의 정신세계

를 초현실적인 판타지가 믹스된 이미지로 보다 절제되

고 실용적인 무드로 변화시킨다. ‘Sensation’ 테마와 ‘Mo-

dern with Antique’ 컨셉에 맞게 실용적 감성과 함께 과

거에 대한 향수와 창조적 욕구를 반영하여 리디자인(re-

design)과 개성적인 리메이크(remake)의 요소를 부각시

킨다. 일상적이고 사소한 것들을 되살리는 빈티지와 실

용성의 결합을 신라의 정신세계와 연결지어 표현한다.

이상 신라 이미지를 활용한 패션 컨셉 제안을 <Table

4>에 정리하였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신라 복식의 기본 구조는 저고리 ·바지 ·치마 ·

두루마기[袴裳袍]로 집약되며 통일신라로 이어지면서

반비, 배당, 표 등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치마는 저고리

위에 착용하기도 하고 저고리 아래 착용하기도 하였으

며 후기로 갈수록 허리선에서 착용되던 치마는 점차 가

슴선으로 올라가면서 하이 웨이스트 라인의 slim & long

실루엣으로 변화하였다.

둘째, 전통을 활용한 한 ·중 ·일 패션 브랜드에 반영

된 컨셉 유형을 도출한 결과 전통 복식, 문양, 색상, 소

재, 정신세계, 미의식으로 요약되었다. 중국과 일본은

각국의 전통성을 서양식과 적절히 조화시켜 보편성을

추구한 반면 한국은 디자인 컨셉의 기초가 전통성에서

출발하고는 있지만 외형적 형태의 단순한 활용에 그치

고 있으며 보편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반

영하여 한국의 정체성을 가시화할 수 있는 신라 복식의

디자인 특징으로 네크라인에 있어 Y자형, V자형 깃과 하

이 웨이스트 라인의 slim & long 실루엣을 제안하였고,

문양 표현에 있어 여백의 미, 단순화, 생략 등의 방법을

제안하였다. 색상은 오방색을 부분적으로 응용하며 소

재에 있어서는 삼베, 모시, 노방 등 전통 소재의 부분

활용을, 정신세계의 응용에 있어서 신조, 신수, 신어, 천

마 사상과 불교를, 미의식의 응용에 있어 무작위적 자

연미, 해학미, 염의 미, 장식적 기교미를 제안하였다.

셋째, 2015 S/S 트렌드를 바탕으로 신라 여성 복식 이

미지를 활용한 한국적 패션 컨셉 개발은 다음과 같다. 서

로 이질적인 것들이 조화되어 새로운 아름다움을 창조

하는 ‘Harmony of Contrast’를 컨셉으로 신라 복식, 정신

세계, 미의식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조화롭게 재해석하는

방법들을 제안하였다. 신라 복식의 대표 디자인 코드,

문양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시공간을 초월한 ‘Timeless’ 컨셉을 제안하였

다. 신라의 미의식을 응용하여 과거의 미의식으로 현대

적인 미학을 표현하는, 과거와 현재가 공감하는 ‘Empa-

thy’ 컨셉을 제안하였다. 신라의 정신세계, 문양, 복식 등

의 전통에서 독특함을 찾아 오래 되어도 가치 있는 새로

운 형태의 모더니즘을 표현하는 ‘Modern with Antique’

컨셉을 제안하였다.

패션을 연구하는 학문에 있어 대학교육과 연구가 실

제 산업과 연결되는 측면이 약하다는 지적들이 제기되

는 가운데 기존 디자인을 평론하고 분석하는 시각에서

벗어나 한국적 디자인의 현대적 창조적 가능성을 제시

하고 실제 디자인 작업의 기본 틀이 되는 패션 컨셉을 개

발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

의 정체성과 독자성이 가미된 컨셉 개발로 전통 복식의

현대적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여 세계 시장에서 차별화

된 한국적 패션을 정립하고 전통 이미지를 통한 패션 디

자인의 표현영역을 확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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