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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rends in modern Korean clothing design 
through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the types and respective characteristics of 
silhouettes, colors, materials, patterns, and decorations present. To this end, research 
methods such as literature research and content analysis through case study research 
were used. The results of the wedding magazine data analysis were largely classified 
by design element and based on such,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analysis of silhouettes, the appearance rate of traditional items decreased over the 
selected period and that of modified items increased. Second, among the same colors, 
adjacent colors, proximity complementary colors, contrast, and other harmonies, 
adjacent color harmonies showed the highest rate of appearance. Third, the cases 
where the same materials were used for the top and bottom elements showed a similar 
appearance rate as those where different materials were used. It was also concluded 
that traditional materials are being replaced by modern materials. Fourth, regarding 
the arrangement of patterns, the appearance rate of the absence of patterns gradually 
increases. Fifth, there were more case of decorations than those of none. This study 
made it possible to grasp the changes in trends of modern Korean clothing from 2011 
to 2020 and provide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clothing market 
industry. 

Keywords: modern Korean traditional costume(현대한복), design of hanbok(한복디자
인), wedding magazine(웨딩잡지), design element(디자인요소)

I.� Introduction

한국복식은 우리 민족의 민속의상으로, 기모노와 치파오 등 다른 동양복식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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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표현의 자유와 구성형식, 착장방법의 변화로 다양

한 실루엣과 한국적인 곡선미를 표현할 수 있다(Lee, 
2012). 해방 이후 현재까지 한국 복식은 끊임없는 변

혁과 현대화의 길을 걷고 있으며, 전통양식을 고수하

여 지키는 한복과 생활속에서 양복의 기능성을 접목한 

생활한복, 전통양식의 일부분만 사용하여 현대적으로 

변형시킨 퓨전한복의 경향으로 발전하여 왔다(Kim, 
2010). 최근에는 K-POP 스타들이 신한복 문화를 확

산시키는 역할을 톡톡히 함으로써 구글의 ‘hanbok(한
복)’ 검색량이 최근 1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

기도 하였고(Jung, 2020), 블랙핑크와 BTS와 같은 한

류스타들이 현대적으로 해석된 전통한복을 착장함으

로써 국내의 MZ세대들은 물론 해외에서도 각광받은

바 있다. 한편, 중국에서는 한복이 중국의 ‘한푸’라는 

명나라 전통의상이라는 동북공정의 연장선상에 따른 

주장이 논란이 되기도 하여 한복에 대한 관심이 그 어

느 때보다도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현대의 한국복식은 글로벌화에 따라 대표적인 문

화상품으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며, TV와 연극, 영
화나 공연, 체험, 게임 등의 문화산업 속에서 한국복

식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민족문화 교육의 

목적이나 국제행사에서 한복은 민족과 국가를 상징하

는 것으로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반면(Na, 2019), 
국내에서는 혼례복이나 명절을 위한 의례적인 용도의 

한복 착용이 줄어들고 있다. 선행논문(Kim, 2011)과 

통계청의 자료(Korean Statistical Informaion Service, 
2021)에서도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체 수는 

1,505개에서 1,334개로, 종사자 수는 2,154명에서 

1,903명으로, 매출액도 93,895 백만 원에서 69,379 백
만 원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국내에서 현재에도 한복이 많이 소비되는 경우

는 예복으로이며, 현재 예복으로의 한복 소비는 한 개

인이 한복을 가장 많이 입는 시기라 할 수 있는 예비

신부들이 한복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

서도 전통복식의 현대적인 계승과 발전을 위한 방향

을 찾기 위해 지속적인 고찰이 필요하며, 한류와 같은 

최근의 흐름에 따라 현대 한국복식의 고급화, 세계화

를 위한 학계와 시장의 연구, 생산이 필요한 시점으로 

사료된다. 
지금까지 현대 한국복식의 디자인요소에 관한 선

행연구는 장식기법에 관한 연구(Hong & Nam, 2000; 

Lee, 2005; Lee, 2012; Seo, 2012)나 특정 문양(Ha, 
2004; Kwon & Song, 2002), 배색 경향(Kim, 2008; 
Kim & Jo, 2006; Lee & Park, 2007; Sung, 2016) 등 

국한된 디자인요소만을 고찰한 연구이고, 특히 2010
년 이후의 한복디자인 요소들의 총체적인 연구는 부

족한 실정이다. 한복의 세계화를 위한 연구도 데이터 

분석이 아닌 한국적 미에 관한 연구(Lee, 2006; Na, 
2019)와 이를 응용한 작품개발의 연구(Jung, 2015)가 

주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1년부터 2020년까

지의 마이웨딩과 웨딩21의 웨딩잡지에 나타난 한국복

식의 디자인 자료 434장을 실루엣, 색상, 장식, 소재, 
문양으로 대분류하여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변화요소

와 흐름을 파악하여 세계화의 문화 트렌드 속에서 인

정받을 수 있는 명품화된 한국복식디자인 개발 연구

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의의를 둔다고 하겠다. 

II.� Review� of� Literature

1.�Modern�Korean� traditional� costume

한국복식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복식으로서 한국

이라는 특정 지역 안에서 한국인이 고대부터 착용해온 

한국의 전통복식으로, 한국이라는 지역성에 한해 전승

되어온 한국만의 특유한 민족복식이며(Sung, 2016), 
한국미의 특성은 문자, 민화, 민예는 물론 건축, 의복, 
종교예술 등에 걸쳐 폭넓게 뿌리내려 왔다(Lee & 
Hong, 2008). 한국복식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형태이며, 곡선의 아름다움과 풍요한 양

감, 고유한 배색과 문양 등 호평 받을 만한 가치를 지

니고 있으며, 우리의 역사와 함께 해왔다. 현대 한국

복식은 과거의 전통을 단순히 재현하거나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시점에서 전통과 현대의 충돌로 

인해 나타나는 새로운 융합의 산물로 한국 전통미의 

보편성을 추구하여 현대의 시점에서 전통을 수용하

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재창조한다(Kim, 2015). 
현대한복은 갑신의제개혁(1884년)과 갑신정변(1884
년) 이후 우리 옷의 구성적인 간소화가 이루어진 시기

부터 현대까지로 정의되나, 본 연구에서는 선행논문

(Jung, 2019; Jung & Lee, 2018; Lee, 2017; Na, 2019; 
Yu & Jang, 2021)에서 다룬 현대한복의 시기를 바탕

으로, 해외 유명디자이너의 한복 활용과 한복진흥을 

위한 노력, 신한복의 등장의 2010년 이후부터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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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시기를 현대 한국복식으로 다루었다.

2.� The� elements� of�Korean� clothing�design

1)� Silhouette

실루엣이란 외형선을 말하며, 복식에서는 옷의 전

체적인 윤곽선으로 의복의 표면선과 외계와의 접촉면

을 나타내는 면을 실루엣이라 한다(“Silhouette”, n.d.). 
한복의 실루엣은 저고리와 치마길이의 비율과 치마의 

퍼짐에 의한 실루엣으로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한복 

실루엣에 대한 선행연구는 20세기 여자 저고리, 치마

의 형태 변천과 요인을 분석한 M. R. Kim(2009)의 연

구와 1910년부터 2010년까지의 여자 저고리 형태변

화를 분석한 Jung(2012)의 연구가 있다. Jung(2013)의 

선행연구에서는 보그코리아의 사례에서 한복의 실루

엣을 전통아이템, 현대아이템, 믹스아이템으로 나누

어 분석하였고, Na(2019)는 한복 실루엣의 선호도를 

국내와 해외로 나누어 인스타그램을 통해 조사․분석

하였는데, 실루엣 관련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연구대

상이 2000년 이후 잡지, 인터넷 기사 등이 나타난 점

과 연구방법도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점이 최근의 연

구 추세라 할 수 있다.

2)�Color

복식에 있어서 색채는 중요한 조형요소로서 착용자

의 기호, 개성, 심미안, 문화적 배경 등 여러 가지를 동

시에 표현해 주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Han, 2010). 
한국복식은 전통적인 색채관념이 강하다. 우리나라의 

전통복색은 채도가 높은 원색과 함께 백색을 선호하였

고, 담채색(淡彩色)이라는 고유색을 만들어냈다(Kim, 
1998). 한국복식의 미묘하고 섬세한 색채조화는 주위

환경이나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부드럽고 고아한 조

화가 대부분이다. Lee and Park(2007)의 연구에서는 

유물과 고증품에서 저고리와 치마가 주로 녹의홍상, 
황의청상, 황의홍상의 배색이며, 소색이나 옥색저고

리에 남색치마도 애호되었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배

색은 조선시대 풍속화에서도 이어졌는데, 녹의홍상, 
황의홍상을 비롯해 중명도․중채도의 분홍색저고리

와 회색치마 배색, 연한 노란색과 옥색의 배색, 갈색

과 남색의 배색, 비취색 저고리에 소색의 치마 등 다

양한 배색이 등장하였다(Sung, 2016). Kim(2008)은 

<가례도감의궤>를 통해 조선시대 저고리와 치마 배색

을 분석한 결과, 자적색저고리에 대홍치마의 유사색 

배색과, 초록저고리에 홍색치마의 보색의 배색, 자적

색이나 남색의 각기 동색의 배색의 특징이 있다고 밝

혔다. Lee and Kang(2007)은 또한 전통사회에서 한복

의 배색은 착용자의 신분, 연령 및 용도를 유추할 수 

있을 정도로 비중이 컸는데, 오늘날에도 이러한 경향

이 여전하며, 전통한복의 배색은 한국인의 정서를 담

으려는 특성이 있어, 혼례나 잔치 시에는 채도가 높은 

오방색계열의 배색이, 평상시에는 백색, 담채색계열

의 고명도 저고리와 저명도의 치마 배색이 많은 편이

라 말하였다. 2000년대 이후의 현대 한복 배색경향에 

관해 연구한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최근

의 한복 배색은 염료와 기술의 발달과 한복의 예복화

와 개성의 표현 등 시대적인 정서에 맞게 전통복식의 

배색을 바탕으로 다채로운 색상과 이에 따른 배색으

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3)�Material

복식의 소재는 옷감의 재질이 좌우하며, 시각과 촉

각, 청각의 감각을 모두 요하는 중요한 디자인 요소이

다(M. J. Kim, 2009). 재질감의 선택과 취급속에는 인

간의 미적 취향이나 태도가 나타나게 되는데, 한국복

식에는 곱고 정교한 소재가 애호되었는가 하면 거칠

고 투박한 소재가 동시에 사용되었고, 이러한 소재의 

사용은 당시대인들의 미적 취향을 잘 반영하고 있다

(Keum, 1988). 한복 소재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개화

기 이후의 한국 견직물을 분석한 Shin(2000)의 연구, 
춘추용 생활한복 소재에 관한 Son(2006)의 연구, 원

단종류에 따른 한복 전통배색의 이미지 차이를 연구

한 Sung(2016), 광장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복원

단 현황을 분석한 Ahn(2020)의 연구가 있다. 소재에 

관한 연구를 종합한 결과, 한국복식에 가장 많이 쓰였

던 전통 견직물로는 금, 단, 능, 견, 주, 라, 사, 초 등이 

있었고, 현대 한국복식의 소재로는 모시나 갑사, 명주 

등이, 신한복 소재로는 면이나 기타 양장지도 사용되

고 있었다. 

4)� Pattern

문양은 장식을 위해서 형상, 점, 면, 색 등을 구성 

혹은 배열해서 나타낸 시각적 대상이며, 오랜 세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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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인류의 생각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

으로 사용되어 왔다(Ha, 2004). 그 문양은 표현대상에 

따라 자연주의적인 것과 비자연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연주의적인 문양에는 십장생과 상서로운 

풀꽃 등이 있고, 비자연적인 문양에는 기하학적 도형

과 특별한 사물의 형태와 아무 관련 없이 상상력과 창

의력에 의한 추상적 형태들이 있다(Hwang, 2001). 전
통문양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직물, 복
식, 장신구, 가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

는데, 크게는 복식디자인분야와 직물디자인분야로 나

누어 볼 수 있다. 최근까지도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

는 복식디자인분야의 전통문양을 활용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근대 여자한복 유물의 문양을 연구 분석한 

Ahn(2010)의 연구를 제외하고 대부분 전통문양 중에

서 모티브를 설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현대의상 및 생

활한복 디자인에 접목하고, 작품으로 제시하는 연구

가 주를 이루었다. 

5)�Decoration

복식에 있어서 장식은 시대와 민족의 조형양식의 

특질을 가장 명백하게 보여주는 전형이다(Cho, 2011). 
한국복식에 직접 장식적인 표현기법이 들어가는 부분

은 저고리의 경우, 깃, 끝동, 고름, 소매, 몸판, 섶 등이

며, 치마의 경우에는 치마폭 윗부분이나 아랫부분과 

전체적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치마폭 사이에 장식을 

놓기도 한다. 한국복식에 있어 색채와 문양은 최소한

의 절제된 요소들만을 활용하고, 장신구를 이용함으

로 복식의 미적 기능을 충족시키기도 하였다. 장식의 

재료와 방법은 현대에 올수록 다양함을 보이는데, 선
행연구에서도 한국복식의 장식을 위한 자수, 그림, 색
동, 누비, 금박, 조각보, 깨끼, 아플리케 등의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었다.

Ⅲ.� Research�Method

1.�Data� collection�and�procedure

본 연구는 2011년~2020년까지 한국복식에 사용된 

디자인을 조사, 분석하기 위해 한국복식이 일상복이 

아닌 예복이나 혼수복으로 입혀지는 현 상황을 감안

하여, 국내외 잡지 중 웨딩잡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

다. 2011년~2020년은 강남쪽에서 활동하는 많은 한

복디자이너들이 웨딩잡지에 신디자인을 출시하여 결

혼을 앞둔 대중들에게 선보였던 시기이므로 매달 발

행되는 웨딩잡지가 가장 적합한 연구자료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선정 기준은 첫째, 발행년도가 연속성이 

있으며, 둘째, 발행부수가 비교적 안정적인 국내 웨딩

잡지로, 2016년과 2018년에 매출과 발행부수가 1위인 

마이웨딩과 웨딩21이 선정되었다. 총 잡지에 표현된 

434점의 한복을 선별하여, 선행연구(Na, 2019)의 아

이템 분류를 바탕으로 전통아이템, 변형아이템, 현대

아이템으로 나누고, 디자인요소인 실루엣, 색상, 문양, 
소재, 장식으로 대분류하였다. Park(2013)의 선행연구

의 분류를 수정, 보완하여 실루엣은 유형․형태․길

이, 색상은 주색채와 배색방법, 문양은 배치와 종류, 
소재와 장식은 유형과 사용부위로 소분류하여 분석하

고 조사하였다. 자료의 타탕성을 높이기 위하여 머리

에서 둔부선 이하까지 나온 정․측면의 사진만을 대

상으로 하여, 후면이나 상반신 클로즈업 사진, 포즈가 

다른 동일한 의상사진은 제외하였다. 

2.�Data� analysis

434장의 자료 분석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5월

까지 연구자가 분류, 분석하였고, 객관성의 확보를 위

하여 의류학 전공 학위자와 한복업계 실무경력이 20
년 이상된 전문가의 총 4명이 함께 빈도를 재분석하

고 검증하는 내용분석법의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색상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발행한 제2차 시안인 ‘한
국전통표준색명 및 색상’을 기본으로 육안측색하였

다. 전문가 집단 분석과정에서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 

사진은 해당 광고업체에 정보를 요청하거나, 정보공

유가 불가능한 자료들은 제외한 후, 2011년~2020년

의 S/S와 F/W의 모든 사진에 번호를 부여하여 내용

분석을 하였다. 정확한 분석카드를 개발하기 위하여 

자극물의 부여된 번호 중 5의 배수에 해당되는 순번

의 사진 86장을 발췌하여 전문가 집단이 분석카드를 

개발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하였다. 사전조사를 통한 

분석카드를 수정․보완하여 본 조사에 임하였으며, 
출현한 모든 형태를 분석이 가능하도록 리스트화한 

분석카드는 <Table 1>과 같다. 개발된 분석카드는 추

출된 자료와 동일한 개수의 434장을 출력하여 사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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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nalysis card

Design
element Type Frequency Design

element Type Frequency

Silhouette

Entire
X/H/A/O line

Material

Shape
Same

Etc. Different

Skirt
Slim/A/Bell line Kind Top Skirt

Etc. Yangdan

Top
shape

Jeogori (+Baeja) Mobondan

Dang-ui Gongdan

Wonsam/Hwal-os Geumjikdan

Durumagi Eunjikdan

Bolero Silk

Etc. Douppioni

Skirt
shape

Plain Yongoksa

Overlapping Saengchosa

Waist Zamisa

Malgi Sookgosa

Thran Hangra

Cutting Zagade

Mugigae Gap/Guksa

Fold it up Ramie

Balloon Burlap

Wing Nobang

Etc. Chiffong

Skirt
length

Knee/Midy/Maxy/
Long Poplin

Etc. Calico

Color

Main
color

Top Kwangmok

Skirt Tulle

Combina-
tion

Same Y/B/W/P/R Lace

Adjacent Y/B/W/P/R Dress M.

Proximity
complementary Y/B/W/P/R Curtain M.

Contrast Y/B/W/P/R Synthetic fiber

Etc. (single/complex) Y/B/W/P/R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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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Design
element Type Frequency Design

element Type Frequency

Pattern

Arrange-
ment

Top

Decoration

Kind Top Skirt

Skirt None

All Jigmun

None Embroidery

Plant

Mokdan Gold foil

Plum blossoms Silver foil

Chrysanthemum Hand drawing

Peony Print

Lotus Applique

Pomegranate Zogakbo

Arabesque Sakdong

Ewha Quilted

Modern flower Stitch

Etc. Pintuck

Animal

Dragon Frill

Phoenix Bat/Younbong 
knot

Butterply Incision

Crane Beading

Bat Pearl

Etc. Cubic

Nature

Cloud/Water wave Lace

Ten longevity Ribbon

Etc. String

Letter

Su/Bog/Duble Hee Norigae

Man/Bu Hyangdae

Chinese/Hieroglyphs Brooch

Etc. Fur

Geometry

Dancheong Tosh

Tile Bolgwi

Etc. Etc.

Note. Year (     ), Season (S/S, F/W) Number (     ).
Item: Traditional (    ), Transformation (Traditional/Modern), Moder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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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Results� and� Discussion

1.�Analysis�of�modern�Korean� style�

1)� Silhouette

연도별 자료를 전통아이템, 변형아이템(전통적 변

형, 현대적 변형), 현대아이템으로 분류하여 출현빈도

를 분석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10년간의 분석자

료에서 전통아이템의 출현율은 2011년의 총 63건 중 

45건(71%)에서 2020년의 총 11건 중 6건(55%)으로 

감소하고, 변형아이템은 15건(24%)에서 5건(45%)으
로 증가했으나, 3년 정도를 주기로 증가와 감소를 반

복하고 있어, 2021년 이후의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실루엣의 유형은 크게 전체 실루엣과 치마 실루엣

으로 분류한 후, 상의 형태와 치마 형태, 치마길이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상의와 하의의 전체 실루엣을 

X라인, H라인, A라인, O라인으로 분류한 예시사진은 

<Table 2>와 같으며, 그 빈도수를 분석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전체 실루엣은 단연 A라인이 2011년~ 
2020년 사이에 압도적으로 많은 출현율을 보였고, H
라인이 빈도수는 적지만 간헐적으로 조금씩 증가했

다. O라인은 전반기에는 3년 정도의 주기로 증가하다

가 중반기에는 극히 드물게 출현, 후반기에 크게 증가

한 모습을 보였다. 이로써 상박하후의 전통한복 형태

가 현재에도 트렌드임을 알 수 있었다.
치마실루엣의 유형이미지는 <Table 3>과 같으며, 

분석결과는 <Fig. 3>과 같다. 전체 실루엣과 비슷하게 

치마 실루엣도 자료 총 434장 중 Slim라인, A라인, 항
아리라인 중 A라인이 가장 많은 출현율을 보였다. 항
아리라인은 꾸준히 조금씩 나타났고, Slim라인은 빈

<Fig.� 1>�Frequency of item 

<Table� 2>�Type of silhouette image

X line
Reprinted from 

Mywedding. (2011). 
http://mywedding.design

house.co.kr

H line
Reprinted from 

Wedding21. (2020). 
p.161.

A line
Reprinted from 

Mywedding. (2013). 
http://mywedding.design

house.co.kr

O line 
Reprinted from 

Wedding21. (2019). 
p.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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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는 적지만 점차 늘어나는 트렌드로 분석되었다. 
상의형태의 출현율을 분석한 결과는 <Fig. 4>와 같고, 
2011~2015년대에는 저고리 외에도 다양한 상의종류

가 빈도수를 보이는 반면, 그 이후로 갈수록 상의종류

가 줄고 당의의 빈도수가 그 빈도를 대신 차지함으로

써 당의의 출현율이 점점 높아지는 양상이다. 2020년

에는 저고리와 당의만이 상의형태로 출현했다.
2011년~2020년 한국복식의 치마는 전통민자, 겹치

마, 허리치마, 말기치마, 스란치마, 커팅치마, 무지개

치마, 거들치마, 날개치마 등의 형태가 나타났으며, 
그 유형 이미지는 <Table 4>와 같다. 치마유형별 출현

율을 나타낸 그래프는 <Fig. 5>와 같고, 전체적으로 민

<Fig.� 2>�Frequency of silhouettes

<Fig.� 3>�Frequency of skirt silhouettes

<Table� 3>�Type of skirt silhouette image

Slim line
Reprinted from 

Mywedding. 
(2016). 

http://mywedding.d
esignhouse.co.kr

A line
Reprinted from 

Mywedding. 
(2012). 

http://mywedding.d
esignhouse.co.kr

Bell line
Reprinted from 

Wedding21. 
(2019). 
p.240.

Bustle line
Reprinted from 

Mywedding. 
(2013). 

http://mywedding.d
esignhouse.co.kr

Tulip line
Reprinted from 

Mywedding. 
(2015). 

http://mywedding.d
esignhous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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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마의 비중이 높고, 민자치마와 겹치마가 시기적

으로 그래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하며 유행이 변화함

을 알 수 있고, 말기치마와 날개치마의 비중은 점차 

높아지는 양상임을 알 수 있다. 치마길이를 분석한 결

과는 <Fig. 6>과 같으며, 대상기간 동안 바닥까지의 맥

시길이가 월등히 많이 출현함을 알 수 있고, 끌리는 

정도의 롱길이는 조금씩 늘어났다가 2015년 F/W와 

2017년 F/W를 기점으로 한번씩 꺾이는 그래프의 양

상을 보이고 있다.

<Fig.� 4>�Frequency in the form of a top

<Table� 4>�Type of a skirt image

Plain
Reprinted from 

Mywedding. 
(2012). 

http://mywedding.de
signhouse.co.kr

Over lapping
Reprinted from 

Mywedding. 
(2016). 

http://mywedding.de
signhouse.co.kr

Waist
Reprinted from 

Wedding21. 
(2018). 
p.156.

Malgi
Reprinted from 

Mywedding. 
(2017). 

http://mywedding.de
signhouse.co.kr

Thran
Reprinted from 

Mywedding. 
(2012). 

http://mywedding.de
signhouse.co.kr

Cutting
Reprinted from 

Mywedding. 
(2011). 

http://mywedding.de
signhouse.co.kr

Mugigae
Reprinted from 

Mywedding. 
(2014). 

http://mywedding.de
signhouse.co.kr

Folded
Reprinted from 

Mywedding. 
(2017). 

http://mywedding.de
signhouse.co.kr

Wing
Reprinted from 

Mywedding. 
(2016). 

http://mywedding.de
signhouse.co.kr

Dress
Reprinted from 

Mywedding. 
(2014). 

http://mywedding.de
signhous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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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oloring

2011년~2020년의 자료에 나타난 한국복식 상하의 

배색경향을 동일색조화, 인접색조화, 근접보색조화, 
대조조화, 기타(단일색조화와 복합색조화)로 분류하

여 빈도를 분석한 후, 각 배색조화의 색계별 종합적 

출현 빈도를 정리하여 나타낸 결과는 <Fig. 7>과 같다. 
치마저고리의 배색은 인접색조화가 총 434건 중 

32%인 138건으로 가장 많은 출현율을 보였고, 근접

<Fig.� 5>�Frequency in the form of a skirt

<Fig.� 6> Frequency of skirt length

<Fig.� 7>�The frequency of harmonization of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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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색조화는 93건, 대조조화가 79건, 동일색조화 60건, 
단일색조화 55건, 복합색조화 9건의 순이었다. 구체

적으로 대조조화 중 청홍의 배색이 62건으로 가장 높

은 빈도를 보였고, 근접보색조화 중 백홍이 60건, 인
접색조화 중 백청이 48건, 단일색조화 중 백이 41건 

등의 순이었다.

3)�Material

2011년~2020년의 자료를 상․하의가 같은 소재

인 경우와 다른 소재인 경우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Fig. 8>과 같다. 2011년 상하 동일한 소재가 상하 다

른 소재보다 많은 빈도를 보이기 시작하고, 그 빈도는 

계속 변화하다가 2019년과 2020년에는 상하 동일한 

소재가 다른 소재와도 비슷한 출현율을 나타내고 있

다. <Fig. 9>는 상하동일소재의 각 소재별 빈도수로 

2011년~2020년 기간 동안 소재별 총 빈도수는 명주 

74건, 옥사 64건, 생초사 23건, 노방 14건, 모본단 11
건, 용옥사 10건, 자카드 9건, 다듬이옥사 5건, 갑사 

4건, 공단과 양장지 각 3건, 금직단/레이스/자미사 각 

2건, 양단/모시/수방사/쉬폰/기타(비딩지) 각 1건의 순

으로 분석되었다. 명주, 옥사, 생초사, 모본단, 노방은 

2011년~2020년까지 꾸준한 빈도를 보였고, 모본단과 

자미사․자카드는 전반기에만, 공단․금직단․용옥

사․갑사는 초반에만 잠시 빈도수를 보였다가 그 이

후에는 출현율을 보이지 않았다. 반면 레이스는 중반

기 이후에 출현율을 보였다. 
<Fig. 10> 및 <Fig. 11>은 한국복식의 상하가 다른 

소재일 경우를 저고리, 치마의 경우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로 저고리소재의 총빈도수는 옥사 44건, 레이스 

43건, 명주 38건, 모본단 17건, 자카드와 기타 11건, 

<Fig.� 9> Frequency of material in same material of top and skirt

<Fig.� 8> Frequency of material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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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초사와 쉬폰 7건, 공단 6건, 포플린과 양장지 4건, 
양단 3건, 금직단/갑사/모시 각 2건, 옥양목 1건의 순

으로 나타났다. 초반기의 기타는 선염 이중직, 매화견

이었고, 중반기 이후는 프린트쉬폰, 생모시, 번아웃, 
합성섬유, 프린트 양장지, 메쉬 등의 특수 소재가 보

였다. 저고리의 명주, 옥사, 노방, 레이스의 소재는 

2020년까지 꾸준한 빈도가 나타났고, 양단, 모본단, 
금직단, 자카드, 갑사는 전반기에만 출현했다가 중반

기 이후는 보여지지 않았다. 프린트쉬폰과 양장지 등

의 저고리 소재로의 사용 빈도가 늘면서 기타 현대 소

재들이 기존의 전통 소재들을 대신함을 알 수 있었다. 
치마의 각 소재별 총빈도수는 명주 33건, 옥사 32건, 
노방 31건, 모본단 14건, 생초사 13건, 자미사와 쉬폰 

10건, 양단 8건, 자카드/망사 튤/레이스/기타 각 7건, 
갑사 6건, 커튼지 5건, 용옥사와 양장지 3건, 공단 2
건, 금직단/은직단/국사/모시 각 1건의 순으로 분석되

었다. 기타의 치마 소재로는 선염자카드, 번아웃, 홍

두깨모시, 프린트쉬폰, 프린트 양장지가 나타났다. 갑
사와 국사, 모시, 용옥사 등의 전통소재는 전반기에만 

보여지고 그 후로는 나타나지 않았고, 후반기에는 노

방, 망사 튤, 쉬폰, 커튼지 등의 현대적인 소재가 치마

소재로 사용됨을 알 수 있었다.

4)� Pattern

문양이 상의에만 있는 경우와 하의에만 있는 경우, 
전체적으로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분류하여 분석

한 결과는 <Fig. 12>와 같다. 전체적으로 문양이 사용

된 경우는 줄어들면서, 2015년 이후로 문양이 없는 경

우가 출현율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문양의 종류를 식물문, 동물문, 자연문, 문자문, 기

하학으로 대분류한 뒤 각 해당분류의 여러 문양으로 

소분류하여 그 출현빈도를 분석한 결과이었으며, 빈

<Fig.� 10>�Frequency of top material

<Fig.� 11>�Frequency of skirt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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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가 많은 식물문과 동물문의 출현율은 <Fig. 13> 
및 <Fig. 14>와 같다. 식물문양의 유형별 빈도수는 

2011년~2016년에는 목단, 이화문, 당초, 석류, 연화, 
기타(목련, 딸기, 맨드라미, 코스모스, 무궁화, 과일문, 
난초와 대나무) 등 다양한 식물문이 출현했고, 그 빈

도도 높음을 알 수 있다. 그 이후로 갈수록 식물문양

의 빈도가 줄며, 출현했던 목단, 모란 등이 후반기에

는 보여지지 않고, 대신 현대꽃변형이나 매화 등의 출

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2011년~2016년에는 

용, 봉황, 나비, 학, 박쥐 등 다양한 동물문이 출현하였

으나, 그 이후로 갈수록 그 빈도수가 줄어듦을 알 수 

있다. 용문은 후반기에도 출현하였고, 후반기에는 기

타 동물문이 빈도를 보이는데, 꿩이나 새가 그것이다.

5)�Decoration

2011년~2020년의 자료를 장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는 <Fig. 15>와 같으며, 
전반적으로 장식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장식의 출현

율은 일정한 사이클을 보였으나, 특이하게 2015년 

S/S 시즌에 장식이 있는 경우가 눈에 띄게 줄어듦을 

<Fig.� 12>�Frequency of pattern arrangement

<Fig.� 14> Frequency of animal patterns by type

<Fig.� 13>�Frequency of plant patterns by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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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었다. 이는 초반의 다양한 종류의 기법들이 

모두 조합되어 나타남으로써 장식성의 강화라는 방향

으로 전성기를 이루었다면 중반이후의 과도기를 거치

며 지나친 장식 현상이 정리되어 화려한 장식성보다

는 은은한 멋스러움을 추구하며 전체적인 조화를 고

려한 시기로 보여진다.
장식이 있는 경우를 상의와 하의의 장식종류로 나

누어 분석한 결과는 <Fig. 16> 및 <Fig. 17>과 같다. 
상의 장식 종류가 자수에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

데, 특히 저고리, 배자에 출현한 장식이 자수 기법으

로 월등히 많이 사용되어 무려 144건으로 총 상의에 

사용된 장식건수 343건 중 42%를 차지했다. 은박 36
건, 색동 35건, 레이스 23건, 금박 21건, 털/수모 12건, 
금은박이 같이 사용된 7건과 끈, 비딩도 7건이 그 뒤

를 이었고, 아플리케와 핀턱 6건, 선과 진주사용이 각 

5건, 수화와 누빔이 4건, 나염/조각보/기타 각 3건, 턱/

박쥐매듭/셔링/리본/줄레이스 각 2건, 러플과 큐빅이 

1건씩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는 가슴띠와 은도금/자
개, 은사로 만든 동정끈 등이었는데, 후반기로 갈수록 

핀턱, 비딩이나 진주, 큐빅, 줄레이스 등의 레이스 종

류와 같은 현대적 기법의 장식이 사용됨을 알 수 있

다. 즉, 누빔, 선, 박쥐매듭 등의 전통적 장식기법은 후

반으로 갈수록 보여지지 않았다. 특히 색동의 경우는 

후반기에도 출현하기는 하나, 그 빈도수가 급격히 감

소하여 과한 장식보다는 심플한 한복을 선호하는 추

세를 나타내주는 지표로 사료된다. 색상분석 자료와 

연관시켜 본다면 색동을 사용하더라도 톤 다운된 색

동을 이어 저고리에 장식함으로써 화려한 느낌의 색

동이 아닌 소박한 색동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저고리에 출현한 장식기법으로는 자수, 금/은박, 
수화의 기법만이 현재까지 꾸준히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치마 장식에도 자수 기법이 많이 사용되었는

<Fig.� 15>�Frequency of decorative forms

<Fig.� 16>�The frequency of decorations on the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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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38건으로 총 치마에 사용된 장식건수 175건 중 38
건의 22%를 차지하여 저고리의 자수 출현율(42%)보
다는 낮은 비중이다. 은박 34건이 그 뒤를 이었고, 기
계주름 19건, 금박 17건이 비슷한 출현율을 보였다. 
색동과 레이스 8건, 나염과 트임 각 6건, 금은박이 같

이 사용된 기법과 박쥐매듭이 각 5건, 아플리케와 턱

이 각 4건, 조각보/선/연봉매듭/러플/끈 각 3건, 수화

와 줄레이스 각 2건, 핀턱과 진주 각 1건의 순으로 나

타났다. 하의장식이 상의 장식보다는 종류가 약간 적

고, 상의에는 사용되지 않는 트임이나 기계주름, 러플 

등의 기법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선과 연봉매듭같은 

전통 장식은 중반기 이후 출현하지 않았고, 금/은박과 

나염이 현재까지 꾸준한 빈도수를 보이고 있다. 

Ⅴ.� Conclusion

본 연구는 현대 한국복식에 나타난 디자인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는 요소들을 

추출해냄은 물론 최근 10년간의 트렌드를 밝혀냄으로

써 한국복식산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목적을 두고 

수행됐다. 웨딩잡지의 총 80권에 수록된 한국복식 자

료 총 434장을 실루엣, 색상, 장식, 소재, 문양으로 대

분류하여 유형, 형태 및 방법, 종류 등으로 소분류하

고, 그 빈도수를 연구자가 분석카드에 카운트한 후 한

국복식 전문가 총 4명이 재분석하고 검증하였다. 취

합된 총 1,736장의 분석카드를 총체적으로 분석한 결

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 한국복식의 실루엣 분석에서 전통아이

템은 출현율이 감소하고, 변형아이템은 증가함으로써 

한국복식에 다양한 변형이 시도되고 있음을 확인했

다. 전체실루엣과 치마실루엣은 전 시즌 모두 A라인

이 가장 많이 출현하여 1970년대 출현하여 다양한 속

옷을 간소화한 페티코트의 역할이 현재까지 지속됨을 

알 수 있었다. 초기에는 다양한 상의형태가 나타났지

만, 2020년에는 저고리와 당의만 나타나면서 당의의 

출현율이 점점 높아졌고, 치마형태에서는 말기치마와 

날개치마의 비중이 점차 높아졌다. 이 역시 전통보다

는 변형의 흐름이 나타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색상배색은 동일색․인접색․근접보색․대

조․기타 조화 중 높은 출현율을 보인 것이 예비신부

가 구독자인 웨딩잡지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의 보색

배색인 대조조화가 아닌 인접색조화로, 달라진 2010
년 이후의 배색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소분류에

서는 대조조화의 청홍배색, 근접보색조화의 백홍배

색, 인접색조화의 백청배색, 단일색조화의 백의 순으

로 출현했다. 연도별 치마, 저고리의 주색상변화의 추

이에 관한 심도 깊은 연구와 2020년 이후의 배색의 

변화에 관한 꾸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부

분이다.  
셋째, 현대 한국복식에 사용된 소재는 상하 동일한 

소재와 상하 유별한 소재가 비슷한 출현율을 보였고, 
상하가 다른 소재의 경우, 상의와 하의 모두 명주와 

<Fig.� 17> The frequency of decorations on the ski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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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사, 노방의 사용은 꾸준했지만 양단, 갑사, 모시 등

의 전통 소재는 양장지, 튤, (프린트)쉬폰, 커튼지 등

의 현대 소재로 대체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문양의 배치에서 문양이 없는 무지의 출현율

이 점점 높아짐을 확인했다. 10년간 현대 한국복식에 

사용된 문양의 종류는 전반기에는 다양한 식물문, 동
물문, 기하학, 현대문이 출현하였으나, 후반기로 갈수

록 그 빈도수가 급격히 줄어듦으로써 화려한 문양보

다는 전체적인 조화를 추구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섯째, 현대 한국복식에는 장식이 있는 경우가 없

는 경우보다 많았는데, 상의에는 자수에 집중되어 있

었고, 하의에는 자수와 은박 기법이 많이 사용되었다. 
후반기로 갈수록 현대적 장식기법이 사용되었고 색동

의 경우는 빈도가 감소하였으나, 톤 다운된 배색의 색

동으로 변화함으로써 지나친 장식성보다는 은은한 멋

스러움을 추구하는 트렌드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전세계에서 영향력이 제고되

고 있는 한류 속에서 전통복식의 활용이 빈번해지고 

있는데 반해 한복의 정통성 논란까지도 심화되는 상

황에서 웨딩잡지에 대한 콘텐츠 분석 결과를 바탕으

로 한국복식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현대한복 연구

에 차별성을 더해 글로벌경쟁력을 갖춘 한복산업으로

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분석대상이 

2011년~2020년의 웨딩잡지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결
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잡지외의 현대한복이 표현되며 점차 활

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SNS에 발표된 작품 등의 다양

한 시각적 자료를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후속

연구로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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