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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eate� modern� patterns� based� on� considering�

the� types� and� design� elements� of� Joseon� hwapo� patterns� containing� Korean�

identity,� and� to� develop� costume� designs� by� applying� design� elements� of�

traditional� Korean� dress,� Hanbok.� These� designs� combine� traditional� costumes�

with� modern� sensibility� using� the� attribute� listing� method,� and� present� them�

using� a� 3D� virtual� clothing� program.� Through� this,� it� is� meaningful� as� it�

organizes� data� on� Joseon� hwapo� patterns,� which� were� rarely� dealt� with� in� the�

traditional� Korean� costume� research,� and� it� is� also� of� research� value� as� it� is� a�

work� that� utilizes� Joseon� hwapo� patterns� as� a� new� source� of� fashion� design�

development.� As� a� research� method,� literature� research� was� conducted� based�

on� the� documents,� ‘Nabeshima-sarasa� hidensho’,‘Nabeshima-sarasa� mihoncho’,�

and� ‘Zoho� kafu� benran’,� which� are� related� to� Joseon� hwapo� remaining� in�

Japan.� Based� on� the� literature� research,� research� was� performed� by� creating�

pattern� design� and� costume� design� using� the� attribute� listing� method,� and� 3D�

virtual� clothing.� Traditional� Korean� costumes� used� in� design� development� in� this�

study� were� saekdong-jeogori,� dolddi-jeogori,� magoja,� hongjangsam,� durumagi,�

jungdan,� gollyongpo,� jeogui,� breast� band,� mujigi-chima,� chima,� and� baji.�

Further,� accessories� used� in� each� costume,� such� as� pyeseul,� daedae,� hapi,� and�

jeonhaeng-utchima,� and� features� of� configurations,� such� as� yongbo,� chest�

ribbons,� band� hem,� gusset,� collar� and� dongjung,� heorimalgi,� neckline,� and�

sapok� line,� were� used� for� design�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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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21세기 문화가 세계 경쟁력의 기초를 이루는 시대가 되면

서, 한국의 드라마, K-pop, 메이크업, 패션 등 한국의 대중

문화는 세계 각국에서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하나의 새로운 

글로벌 문화 콘텐츠로 자리하게 되었다. 특히, 세계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K-pop 아이돌들의 뮤직비디오에서 한국 전

통복식을 모티브로 한 의상을 빈번히 채택하면서 한국 전통

복식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패션은 착용자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수단이며 또한 민족 정체성에 입

각한 새로운 이미지 창출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적 전통 가치를 재평가할 필

요성이 있으며 한국의 전통미을 재해석하여 한국적 정체성

을 현대패션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은 이미 삼국시대부터 문양염색직물을 제조·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나, 유물은 거의 남아있지 않고 기법

과 양식에 대한 전수도 끊어진 상태에 있으며(Min, 2000), 

한국 문헌에 문양염색직물을 나타내는 화포(花布)라는 용어

만 기록되어 있을 뿐 기록과 문헌이 매우 부족하여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Choi, 2019; Yu, 2008). 민길

자는 일본 큐슈 사가현(佐賀縣) 사가시(佐賀市)의 옛 지명

인 과도(鍋島)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나베시마 화포(鍋島更
紗)의 유래가 조선인 한의사로부터 시작되었으며, 화포 염색

기법을 알 수 있는「과도갱사비전서(鍋島更紗秘傳書, 

Nabeshima-sarasa hidensho)」와 「과도갱사견본첩(鍋島更
紗見本帖, Nabeshima-sarasa mihoncho)」이 있는 것을 처

음으로 확인하였다(Choi, 2019). 또한 일본에서 1781년 출

판된 「증보화포편람(増補華布便覧, Zouho kafu benran)」

에는 조선 시대 때 일본으로 건너온 것으로 알려진 화포문

양도판 22개가 기록된 것이 발견되어 그동안 계승이 불가능

하다고 단정하였던 문양염색연구가 다시 이뤄지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조선 화포 문양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화

포 문양을 현대 패션디자인 개발에 적용한다면 한국의 복식

사에서 거의 거론되지 못했던 화포 문양을 디자인 개발에 

새로운 소스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

이다. 

  한편, 패션디자인 개발 작업은 복식의 미학적 요소와 조

형적 특징을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발상법을 

사용해야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속성

열거법은 제품개발 등의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 아이디어 발

상을 목적으로 한 발상법의 하나이며(Takahashi, 2002), 대

상인 기존 제품의 성격이나 특징과 같은 속성을 열거하고, 

각각 검토함으로써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다

(Hoshino, 1997). 패션디자인 개발 작업 과정에 있어 속성

열거법의 발상을 적용할 경우 패션디자인 개발 작업은 의류

라는 특정 대상이 있으며 의류 디자인은 패션디자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디자인 요소의 속성을 유형화하고 특

성을 분석할 과정은 패션디자인 작업의 기초적인 정보 수집 

분석에 해당하며(Liu, 2020), 복식의 조형적 특징과 요소를 

효율적으로 반영하면서 보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다.

  3D 가상 착의 프로그램은 IT기술과 패션을 융합하여 제

작되어진 획기적인 3D 입체 착의 시스템으로, 디자인 개발, 

패턴 개발, 샘플 개발 등 상품 개발 과정에 있어 제작 시간

의 단축, 샘플 비용 절감 등 개발 공정의 합리화를 실현시

킴으로써 최근 패션산업 현장에서 확대 활용되고 있다(Suh, 

2021). 

  지금까지 조선 화포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증보화포편람에 

기록된 화포문양도판 22개를 합성염료와 실크스크린 기법으

로 1차 복원하여 한국 전통 문양염색직물의 실상을 파악한 

연구(Min, 2000), 조선시대의 화포디자인을 근간으로 도판 

22개의 디자인의 색과 형태의 조형성을 분석한 패턴디자인 

연구(Yu, 2008), 조선시대 화포 제작기법에 대한 연구(Choi, 

2019) 등이 있다. 또한 나베시마 화포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염색공정의 해명에 대한 연구(Komatsu & Murano, 2001), 

제작시기와 문양에 대한 연구(Nagatomo, 2004; Ozono, 

1977), 제작기법과 염료에 대한 연구(Suzuta, 1972; Suzuta, 

1977; Uji, 2014; Ogasawara, 2015) 등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선행연구는 주로 화포의 제작기법, 색채, 문양 디

자인 등의 분석 및 실험연구가 대부분으로, 현대적인 패션디

자인으로 제시하기 위한 디자인 개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

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적 정체성을 담은 조선 화

포 문양의 종류와 디자인 요소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현

대적인 문양을 개발하고, 더불어 한복의 디자인 요소를 속성

열거법으로 적용하여 현대적 감성을 융합한 패션디자인을 

3D 가상 착의 프로그램으로 개발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

해 한국복식사 연구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조선 화

포 문양에 대한 자료를 정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더불어 조선 화포 문양을 패션디자인 개발의 새로운 소스로 

활용한 문화적 정체성을 살리는 작품 개발이라는 점에서 연

구적 가치가 있다.

  본 연구는 「증보화포편람」에 기록되어 있는 조선 유래

라고 한 화포 도판 22개를 중심으로, 조선 화포에 대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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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을 확인할 수 있는 일본 문헌인 「과도갱사비전서」,「과

도갱사견본첩」,「증보화포편람」을 연구 범위로 하였다. 

「과도갱사비전서」와 「과도갱사견본첩」은 현재 사가현립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으며 디지털 자료로 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증보화포편람」은 도쿄예술대학 부속

도서관에 소장하며, 국문학연구자료관의 디지털자료로 1781

년 초판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Ⅱ.�이론적�배경

1.�조선�화포

1) 조선 화포의 개념 및 유래

한국 문헌에 ‛화포(花布)’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조선 시

대부터이며, 화포는 중국에서는 화포(花布) 또는 인화포(印
花布), 일본에서는 사라사, 갱사(更紗), 화포(華布, 花布), 인

도에서는 깔람깔리(Kalamkari), 인도네시아에서는 바틱

(Batic), 서양에서는 친즈(Chintz) 등으로 불린다(Choi, 

2019). 

  한국에서는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

는 문양염색기법 위에 인도의 친즈 기법이 도입되면서 새로

운 문양기술이 발달하였고, 일본에서는 조선 화포 염색기술

과 염색물이 임진왜란을 통해 전해져 오늘날까지 일본 전통 

화포의 한 종류인 과도갱사(鍋島更紗)로 전승되었다(Sim, 

2006). 

  과도갱사는 일본 사가현에 에도시대(江戸, 1603년-1868

년) 이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목판접(木版摺)과 형지접(型紙
摺)을 병용하는 독특한 기법으로 만든 염직물이다. 일본에서 

널리 알려진 갱사는 일본의 지역명을 붙인 계갱사(堺更紗), 

장기갱사(長崎更紗), 징갱사(京更紗), 과도갱사 등이 있는데 

이것들 갱사를 총칭하여 화갱사(和更紗)라고 부른다. 화갱사

는 면포에 습염한 것으로 생활과 밀착된 보자기나 이불 등

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염색도 남색, 녹색, 차색 등에 비

롯한 자연염색으로 염색한 수수한 색조가 특징이다

(Ogasawara, 2015). 그러나 이러한 화갱사 중 과도갱사는 

다른 갱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기법과 치밀하고 

섬세한 기술이 필요하여 매우 고급스러운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에도시대에는 무사 정권인 막부(幕府)에서 사용한 

물품으로 국주의 통치 기구인 번(藩)의 지원을 받아 제조되

었다. 

  과도갱사는 창시자의 이름이나 출신지를 따서, 조선에서 

왔으나 왕조의 변화를 몰라 고려로 인식하여 명명한 코우라

이사라사(高麗更紗, 고려 화포), 창시자 도세이의 이름을 딴 

도세이사라사(道清更紗), 기법을 계승한 인물로부터 한베이

의 별명에서 명명한 한베이사라사(半兵衛更紗) 등으로도 불

렸다. 그러나 메이지(明治, 1868년-1911년) 시대에 들어서 

근대 일본의 중앙집권 정책 중 하나인 폐번치현(廃藩置県)

에 의해 과도갱사는 번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다이

쇼(大正, 1912년-1926년) 시대에는 마지막 기술 전승자도 

끊겨 한 차례 기법이 끊기게 되었다. 1959년 무렵 일본의 

염색연구가인 스즈타 테루지(鈴田照次)가 사가현립박물관의 

소개로「과도갱사비전서」와 「과도갱사견본첩」을 발견하

여 그 기법을 복원하게 되었고, 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을 목

적으로 한 일본 최대규모의 공예전인 「일본전통공예전」에

서 1972년에 과도갱사의 기법인 목판접 기법으로 복원한 작

품을 발표하였다. 이후 아들인 스즈타 시게토(鈴田滋人)가 

이를 전수받아 전통적인 기법과 독자적인 감성을 가미하여 

목판접갱사(木版摺更紗)라는 명칭으로 작업하고 있다.

2) 조선 화포에 대한 기록물

조선 화포에 대한 기록이 있는 일본 문헌으로 「과도갱사비

전서」,「과도갱사견본첩」,「증보화포편람」이 있으며, 이외

에 조선 화포를 다룬 문헌으로는 화포 도안에서 출처가 지

워졌지만 「증보화포편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조선 화포 

문양 22개가 그대로 포함되어 1785년에 출간된 「갱사도보

(更紗圖譜, Sarasa zufu)」가 있다. 또한 조선 화포에 관한 

내용은 없으나 「증보화포편람」보다 먼저 1778년에 출간되

어 「증보화포편람」의 초안 자료로 활용된 화포 기록물 

「좌라사편람(佐羅紗便覧, Sarasa benran)」과, 「증보화포

편람」,「갱사도보」 이 세 권의 내용을 모두 합하여 1970

년에 출간된 동일 이름의 서적인 「좌라사편람」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 화포에 대한 출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인 「과도갱사비전서」,「과도갱사견본

첩」,「증보화포편람」에 대해 확인하였다.

(1) 과도갱사비전서(鍋島更紗秘伝書)

「과도갱사비전서」는 일본 에가시라 가문(江頭家)에 전해 

내려온 것으로 제작 시기는 메이지시대로 추정되며, 과도갱

사의 제작공정을 실제로 면포에 제작 과정 순서대로 염색하

고 공정에 대한 설명을 먹(墨)으로 함께 기재하였다(Min, 

2000)(Figure 1).

  「과도갱사비전서」에는 과도갱사의 기원이 1596년부터 

1615년까지의 일본 연호인 경장연간(慶長年間)이라고 기재

되어 있으며, 과도번(鍋島藩, 규슈 북서부에 있는 사가현(佐
賀縣)과 나가사키현 일부 지역의 옛 지명)의 국주(國主,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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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날 한국의 도지사에 해당)이자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조선을 침략한 무장인 나베시마 나오시게(鍋島直茂)가 임진

왜란 때 끌고간 한의사 조선인 이구산(李九山, 일본명 구야

마 도세이(九山道清))에 의해 제작되었다고 하여 이를 과도

갱사라고 기록되어 있다. 당시 일본에서는 화포 염직물의 종

류를 각 국명(한국의 도명)을 붙여 구분하였으며 과도갱사는 

과도번의 도움을 받아 제작되었기 때문에 과도갱사라고 불

렀다(Yoshimoto, 2004).

  「과도갱사비전서」에서는 과도갱사의 초창기 및 창시자

에 관한 기술만 확인할 수 있을 뿐 과도갱사 제작기법에 대

한 상세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제작과정에 

대하여 언급한 어떠한 문헌도 발견되지 않았다. 「과도갱사

비전서」에서는 공정에 관한 기재가 있어, 윤곽선(바탕) 넣

기, 염색, 목판접, 증열수세 등의 공정이 있어, 염료에 맞추

어 다양한 매염제가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이 

공정에서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 매염제가 어떻게 사

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과학적으로 해명되지 않고 

있다. 또한 염색에서 사용한 목판에 대한 제작법과 사용법 

등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1839년부터 1849년까지

의 과도갱사 생산 물품과 상황을 기록한 「갱사일기(更紗日
記, Sarasa nikki)」에 과도갱사의 염료와 재료에 대한 구체

적인 기록이 있어 화포 제작기법을 유추할 수 있다(Choi, 

Figure� 1.�Nabeshima-sarasa� Hidensho
(The� Saga� Prefectural� Museum)

Figure� 2.� Sarasaya� Hyoemon
(The� Saga� Prefectural� Museum)

Figure� 3.� Sarasazome
(The� Saga� Prefectural� Museum)

2019).

(2) 과도갱사견본첩(鍋島更紗見本帖) 

「과도갱사견본첩」은 과도갱사의 문양 직물을 붙여 족자 

형태로 만든 것으로, 「과도갱사비전서」와 마찬가지로 에가

시라 가문에 전해 내려온 것이며, 크고 작은 문양 직물을 

면포에 붙이고 각각을 종이로 테두리를 붙이고 먹(墨)으로 

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과도갱사견본첩」은 구권과 신권 

2개의 견본첩인 에도시대 후기(1800년경)의 것으로 여겨지

는「사라사옥병우위문(さらさ屋兵右衛門, Sarasaya 

hyoemon)」과 메이지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여겨지는「차라

사초여(茶羅紗楚女, Sarasazome)」가 남아있다. 「사라사옥

병우위몬」에는 족자 형태로 총 33개 문양의 직물이 새겨져 

있는데, 이 중 2개는 동일한 문양에 색상만 다른 것으로 20

가지 문양으로 분류할 수 있다(Nagatomo, 2004). 또한 번

에서 과도갱사의 주문을 받을 때에는 번호가 적힌 견본첩을 

지참하여 제작 지시를 받은 일 등이 기록되어 있다(Figure 

2). 

  「차라사초여」는 하나의 직물로 이루어져 있고, 23개의 

문양이 쓰여 있어 18가지 문양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각 문

양에는 번호를 기재할 수 있도록 문양의 오른쪽 상단 모서

리에 문양을 넣지 않은 흰색 여백을 남겨주었으나, 제작된 

문양에는 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Uji, 2014)(Figur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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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사일기」에는 염직물의 색의 열화에 대한 저항성 문

제로 색이 손에 묻어나온다는 불평이 있었다는 기록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아(Suzuta, 1977) 과도갱사의 제작과정이 얼

마나 복잡했는지 추측할 수 있다. 이들 자료를 통해 과도갱

사는 과도번의 지원을 받아 애용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조

선 화포의 문양과 제작기법을 유추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

이다.

(3) 증보화포편람(増補華布便覧）

「증보화포편람」은 일본에서 1778년에 발행된 「좌라사편

람」을 당시 화포사인 구수미마고자에몬(久須美孫左衛門)에 

의해 보완하여 1781년에 출판된 것이다. 「증보화포편람」

에는 당나라(唐), 만국(蠻國), 인도(天竺), 유구(リウキウ, 오

늘날의 오키나와 지역), 남경(南京), 조선(朝鮮·テウセン)에

서 가져온 49개 문양의 도판이 그려져 있으며, 화포의 출처 

지명들이 표기되어 있는데 그 중 조선의 화포가 22개이다

(Min, 2000)(Figure 4). 조선의 도판은 朝鮮, 朝セン, 朝鮮
也, テウセン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각각의 도판에는 문양 

이름 또는 화포 유형, 출처지, 색상, 표현 방법 등이 수록되

어 있다(Choi, 2019)(Figure 5). 

  「좌라사편람」에는 39개의 도판이 기록되어 있으나 화포

의 출처도 나와 있지 않으며, 「증보화포편람」에서 조선의 

화포라고 한 도판은 「좌라사편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

았다. 「증보화포편람」이 나온 지 4년 만에 다른 저자에 

의해 「갱사도보」가 출판되었는데 이 문헌에는 「증보화포

편람」에 기재된 조선 것이라고 한 도판 22개를 포함한 89

개의 도판이 실려 있지만 화포의 출처는 지워져 있다(Min, 

2000). 

Figure� 4.
Records� of� the� Source
in� 「Zouho� Kafu� Benran」�

(www.kotenseki.nijl.ac.jp)

Figure� 5.
Part� of� the� Joseon� Hwapo� Pattern� Design�

in� 「Zouho� Kafu� Benran」� �
(www.kotenseki.nijl.ac.jp)

Figure� 6.� �
Part� of� the� Record� on� How� to� Produce� Dyes

� in� 「Nabeshima-sarasa� Hidensho」�
(The� Saga� Prefectural� Museum)

  

이들 3개 문헌에는 앞서 언급한 「과도갱사견본첩」과 공통

된 문양이 확인되었으며, 당시 이 문헌들이 화포 제작의 표

본으로 널리 사용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3) 조선 화포 제작 기법

과도갱사(鍋島更紗)의 기법에 관한 과도갱사비전서(鍋島更
紗秘傳書)의 기록에 따르면, 염료의 조제를 위해 염료로 모

든 초근목피를 달여 우려내고 그 물을 사용하였고, 바탕 직

물은 견, 마, 면 그 이외 어떤 소재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

며(Choi, 2019). 황(黄), 화(樺), 청(青), 본적(本赤), 상적(上
赤) 순서로 분량과 조정법이 기재되어 있다(Figure 6).

  문양의 윤곽선을 나타내는 지형(地形)이라는 목판으로는 

윤곽선을 짙은 먹(墨)으로 표현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찍

어내는 방법은 ‛비할 때 없는 비법’이라고만 기록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구전으로 전해지기 때

문에 기법은 알 수 없으나 목판을 사용하였다는 사실만 알

려졌을 뿐 목판의 제작 방법과 사용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

은 기록되지 않다(Suzuta, 1977).

  색을 입히는 방법은 목판을 사용하여 먼저 문양의 윤곽선

을 먹(墨)으로 3번 거듭하여 염색한다. 이어서 황(黄), 적

(赤), 자(紫), 수색(水色), 청(青) 순서로 형지(形紙)를 사용

하여 쇄모(刷毛)로 염료를 찍어 형지의 파여진 부분에 염색

하거나, 위에서 염료를 뿌리는 상갑법(霜降法)으로 염색한다

고 하였다. 형지는 오늘날의 실크스크린과 같은 원리로 문양

의 색상별 부위를 도안하여 만든 종이 재질의 판이다. 마지

막에 상형(上形)이라고 하는 적갈색(赤茶色)의 색을 칠하였

는데, 이 상형(上形)의 선은 문양에 악센트가 되며, 엽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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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꽃잎의 입체감을 주는 역할을 하였다(Nagatomo, 2004).

  과도갱사의 기법은 지형(地形)이라는 목판을 문질러 염색

하는 ‘목판접’에 의한 방법과 오려낸 형지를 이용한 ‘형지접’

을 병행하고 있으며, 마지막에 상형(上形)으로서 적색(赤色)

을 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특징적인 기법이 과도갱사 특

유의 중압감 있는 문양 표현을 가능하게 하였다.

4) 조선 화포 문양의 종류

「증보화포편람」에 기록된 조선 유래로 알려진 화포 문양

에는 기하도형, 초화류, 조류, 동물류, 곤충류, 도구, 길상 문

자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소재는 두 가지 이상 유형의 문

양을 조합한 복합 디자인이 대부분이며, 하나의 문양으로만 

표현된 소재는 드물다. 특히 식물류와의 복합 문양이 가장 

많으며, 동일한 문양을 규칙적으로 배치한 기하학적 구성을 

바탕으로 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이들 디자인 특징을 바탕으로 「증보화포편람」에서 조선 

유래 화포 문양 22개를 기하 문양, 식물 문양, 동물 문양, 

사물 문양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각각 유형별로 나

타난 화포 문양의 구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사라사옥병우

Table� 1.�Geometric� Pattern� Illustrations� in� Joseon� Hwapo�

Lozenge Tortoise� Shell Line

Lattice Taegeuk� 1 Taegeuk� 2

(Goto,� 1970,� pp.� 66-91)

위문(さらさ屋兵右衛門)」과 「차라사초여(茶羅紗楚女)」에

서 「증보화포편람」의 조선 유래 화포와 유사한 문양 23개

가 확인되며 이들 포함하여 총 43개의 문양을 유형별로 분

류하였다. 

(1) 기하 문양

기하 문양은 직선 혹은 곡선, 다각형, 원형 등을 바탕으로 

구성한 단순한 도형을 규칙적으로 배치한 추상적인 문양으

로, 「증보화포편람」에서는 능화문(菱花紋), 소화구갑문(小
花龜甲紋), 선조문(線條紋), 원화격자문(圓花格子紋), 소화태

극문(小花太極紋)으로 분류되며, 6개의 화포 문양이 기록되

어 있다(Table 1).

(2) 식물 문양

화초를 모티브로 한 식물 문양은 「증보화포편람」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문양이다. 「증보화포편람」에서 보이는 

당나라나 만국 유래의 화포 문양은 생동감 있는 커다란 꽃

문양이나, 조선 유래의 화포 문양은 여러 개의 작은 풀꽃문

양이 채워져 있는 형식이 많으며, 구체적인 모양이라기보다

는 상징화된 도형으로 표현되어 있다.

  식물 문양은 초목, 꽃, 잎으로 구성되며, 화관 부분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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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 등의 기하도형을 조합하여 표현된 복합 문양이나, 잎이 

무성한 수목이나 잎이 뻗어나가는 식물 전체 모양을 그린 

단독 문양으로 표현되었다. 문양 종류는 초화탑자문(草花搭
子紋), 연화문(蓮花紋), 선조문지화문(線条紋地花紋), 낙엽문

(落葉紋), 소화성문(小花星紋), 단화문(團花紋), 수파문지화

문(水波紋地花紋)으로 문류되며, 8개의 화포 문양이 기록되

어 있다(Table 2).

(3) 동물 문양

「증보화포편람」에는 사계화조문(四季花鳥紋), 비익조화문

(比翼鳥花紋), 대단계문(大團鷄紋), 녹화문(鹿花紋), 포도다

람쥐문(葡萄松鼠紋), 화조산짐승문(花鳥山獸紋)으로 문류되

며, 여섯 개의 화포 문양이 기록되어 있다(Table 3). 기록이 

남아있는 동물 문양은 동물 문양과 초화 문양 또는 기하도

형을 여러 개 조합한 복합 문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티

브 하나하나가 세세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고 

문양마다 스토리가 있다는 점에서 다른 유형과 뚜렷한 차이

를 보인다.

(4) 사물 문양  

「증보화포편람」에는 길상문자인 ‘만(卍)’자와 함께 부채나 

베개와 같은 일상용품을 형상화한 문양 2개가 기록되어 있

Table� 2.� Plant� Pattern� Illustrations� in� Joseon� Hwapo�

Grass� Flower� 1 Grass� Flower� 2 Lotus Flower� and� line

Ginkgo� leaf Flower� and� stars Flower� Bunch�
Falling� Flowers� and� Flowing�

Water

(Goto,� 1970,� pp.� 66-82)

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사물 문양으로 분류하였다

(Table 4).  

  이상과 같이 살펴본 결과, 「증보화포편람」의 조선 유래 

화포 문양 디자인에 사용한 소재는 선, 도형, 초목화류, 조

류, 동물류, 곤충류, 일상품류, 길상 문자가 있으며, 문양 유

형은 소재를 단독으로 표현된 단독 문양 4점과 두 가지 이

상의 소재를 조합한 복합 문양 18점의 2종류로 분류되었다. 

복합 문양의 소재 조합 문양 유형으로는 두 조합 12점, 세 

조합 4점, 네 조합 1점, 일곱 조합 1점의 4종류를 확인되었

다. 또한 화포 문양에서 볼 수 있는 디자인 특징은 첫째, 성

질이 다른 소재간의 조합, 둘째, 좌우대칭의 구도, 셋째, 문

양의 규칙적인 반복 배치, 넷째, 문양 윤곽선의 강약에 따른 

입체감 표현, 다섯째 배경 명도의 강약에 따른 원근감 표현, 

여섯째, 시점의 변화에 따른 문양 방향성의 변화가 있다.

2.� 속성열거법

디자인 개발 작업에 작동하는 창의성은 감성이라는 비언어

적 요소이기에 가시적인 개념과 개발의 방법이 절대적일 수

는 없으므로, 추상적인 개념을 언어로 해설하고 사고의 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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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Animal� Pattern� Illustrations� in� Joseon� Hwapo�

Flower� and� Bird� 1 Flower� and� Bird� 2 Bird

Deer Grape� and� Squirrel Beast

(Goto,� 1970,� pp.� 78-83)

Table� 4.�Daily� Commodity� Pattern� Illustrations� in� Joseon� Hwapo�

Fan Pillow

(Goto,� 1970,� pp.� 6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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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확장함으로써 발상을 이끌어내는 다양한 발상법들이 

개발 제시되고 있다(Suh, 2019). 즉 패션디자인 작업 과정에

서 창의적 디자인의 산출은 복식의 미학적 요소와 조형적 

특징을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발상법을 사용해

야만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속성열거법(attribute listing method)은 1930년대 미국 네

브래스카 대학의 로버트 크로퍼드(Robert Platt Crawford)

에 의해 만들어낸 발상법으로 특성열거법이라고도 불리는 

강제연상법 중 하나이다(Takahashi, 1985). 속성열거법은 대

상이 되는 사물의 속성을 상세하게 나열하고 그것들 하나하

나를 관찰하고 세분화하면서 수사적으로 분석하는 사고 방

법으로 사물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아

이디어와 조합하면서 다양한 문제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다

(Choi, 2001). 속성열거법은 아이디어가 막히거나 편중되었

을 때 문제의 속성에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접근하여 많은 

아이디어 속에서 의외의 독창적 아이디어를 이끌어낼 수 있

는 장점을 가진 반면, 분석하고 나열된 속성에 사로잡혀 기

존의 상식적인 해석을 뛰어넘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이끌

Table� 5.� Example� of� the� Attribute� Listing�Method� Process

1)� State� the� challenge� to� improve

'Kettle'

2)� List� as� many� attributes� as� possible

3)� Categorize� attributes� by� nouns,� adjectives,� and� verbs

4)� Take� each� attribute,� one� at� a� time,� and� try� to� think� of� ways� to� change� or� improve� it

5)� Develop� ideas� further� by� combining� or� adding� previously� created� ideas

nozzle,� spout,� handle,� steam� hole,� lid,� metal� vessel,� flat� bottom,� nozzle� stopper,� steam� whistle,� spout� cover,� tea�

strainer,� alumite,� wood,� press� work,� welding,� heavy,� dirty,� black,� carry,� boil� water,� pour� water� � �

Nouns
nozzle,� spout,� handle,� steam� hole,� lid,� metal� vessel,� flat� bottom,� steam� whistle,� spout� cover,� tea�

strainer,� alumite,� wood,� press� work,� welding

Adjectives heavy,� dirty,� black

Verbs carry,� boil� water,� pour� water

Alumite� -� � How� about� changing� the� material?

Black� � How� about� changing� the� color� to� a� transparent� material?

(Ueno,� 1959,� pp.� 187-188)

어내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Choi, 2001). 따

라서 속성열거법에 의한 발상 과정에서는 이러한 소외 요소

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사고와 판단이 요구된다

(Lee, 2016).

  속성열거법의 구체적인 절차는 첫째, 개선하고자 하는 사

물(기성의 아이디어)을 고른다. 이때 해결 목표를 구체적이

고 명확하게 정한다. 둘째, 개선하고자 하는 사물의 속성을 

브레인스토밍을 통하여 열거한다. 셋째, 앞서 작성한 속성 

목록을 명사적 속성(noun), 형용사적 속성(adjective), 동사

적 속성(verb)의 세 분류로 정리한다. 이때 명사적 속성은 

전체적으로 어떠한 형상을 하고 있는가, 재료는 무엇인가, 

제조법은 무엇인가 등 전체, 부분, 재료, 제조법 등 물건으

로서 보았을 때 명사에 의해서 표현되는 속성, 형용사적 속

성은 무겁다, 둥글다 등과 같은 색, 모양, 성질, 디자인 등 

오감으로 표현되는 형용사에 의해서 표현되는 속성, 동사적 

속성은 기능상의 특징 등 동사에 의해 표현되는 속성을 가

리킨다. 또 간접적 특성으로서 역사, 이미지, 의미 등도 열

거한다. 속성을 정확히 열거하는 것보다 더 많은 속성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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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하는 데 목적을 둔다. 넷째, 완성된 속성 목록에서 하나씩 

속성을 추출하여 결점이나 희망점을 들며 개량하거나 변경

하면서 개량 아이디어를 만든다. 이때 복수의 속성을 조합하

여 발상해 본다. 다섯째, 앞서 만들어진 기성 아이디어를 조

합하거나 추가하여 아이디어를 더 발전시킨다. Ueno(1959)

에 의한 속성열거법의 적용 예시는 Table 5와 같다. 

  대상의 속성을 세분화하고, 열거된 속성의 결점이나 희망

점을 개량하거나 조합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속성열거법을 패션디자인 개발 작업에 적용하는 것은 창의

적 디자인을 도출하기 위한 효과적인 작업이다. 본 연구는 

한국적 이미지를 활용한 창의적인 현대 패션디자인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패션디자인 개발 작업 과정에서 

한복이라는 특정한 대상의 속성을 세분화하고 조건을 충족

시키는 범위에서 검토를 거듭함으로써 고정관념적, 습관적 

사고에서 벗어난 창의적인 아이디어 생성을 기대할 수 있다.　

Ⅲ.�연구�방법�및�진행�절차

본 연구에서는 한국적 정체성을 담은 조선 화포 문양의 종

류와 디자인 요소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현대적인 문양을 

개발하고, 더불어 한복의 디자인 요소를 속성열거법으로 적

용하여 현대적 감성을 융합한 패션디자인을 3D 가상착의 

프로그램인 CLO 3D로 제시하였다. 

  작품 제작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적 정체성

Figure� 7.�Design� Concept
(created� by� researchers)

을 담은 패션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해 디자인 콘셉트를 설정

하였다(Figure 7). 

  둘째, 조선 화포 문양 디자인 요소를 이용하여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재해석한 조선 화포 문양 디자인 5점을 개발하

였다. 문양 디자인 개발과정은, 먼저 문헌 연구를 통해 조선 

화포 문양의 디자인 요소에 대해 살펴보고, 조선 화포 문양

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이어서 선의 단순화, 리듬감 있는 공

간 구성, 시각적 균형에 중점을 두고 Adobe illustrator 

CC25 및 Photoshop CC22를 사용하여 디자인을 개발하였

다. 다만, 조선 화포는 문양염색직물임에 따라 본 연구에서 

색상 재현은 제외하였다.

  셋째, 의상디자인 개발 과정으로는 먼저, ‘조선 화포 문양

을 활용한 한국적 현대 패션디자인 개발’을 주제로 설정하

여, 개선하고자 하는 대상으로 ‘한국전통의상’을 선정하였다. 

디자인 발상법으로 속성열거법을 적용하기 위해 ‘한국전통의

상’에서 떠오르는 아이템을 열거하고(Table 6), 아이템별 구

성과 디자인 요소 또는 개선점을 속성 목록으로 정리하였다. 

이어서 각 속성 목록에서 속성 또는 개선점을 추출 적용하

면서 아이디어를 얻고, 도출한 아이디어를 조합하거나 추가

하여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한국적 정체성을 가미한 의상 디

자인을 스케치하였다. 최종적으로 개발한 문양을 적용한 다

섯 착장의 의상 디자인을 확정하고 CLO 3D standalone 

6.1ver 프로그램으로 디자인의 가상 착장 형태를 구현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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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ypes� of� Korean� Traditional� Clothes� Used� in� Design� Development� and� the� Outfits�Worn

Saekdong-Jeogori Dolddi-Jeogori Magoja

Jeokchoui HongJangsam Durumagi

Jungdan Gollyongpo Yongbo� on� Gollyongpo

Jeogui Wearing� Pyeseul Pyeseul Wearing� Daedae Daedae

Wearing� Hapi Hapi
Wearing�

Junhaeng-Utchima
Junhaeng-Utchima Breast� Band

Wearing�
Mujigi-Chimma� and�
Breast� Ban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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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Continued

Chima
Wearing� Jeogori� and� Chima�

by�Woman
Baji

Wearing� Jeogori� and� baji�
by�Man

(National� Palace�Museum� of� Korea,� 2012,� pp.� 89-229)� �

Ⅳ.�조선�화포�문양을�활용한�작품�개발� �

1. 조선�화포�문양을�활용한�문양�개발

본 연구에서는 「증보화포편람」의 조선 화포 문양을 바탕

으로 문양을 개발하였으며, 디자인은 다음과 같다(Table 7). 

  첫째, 소화구갑문과 낙엽문을 조합하여 육각형 도형 안에 

3장의 은행잎이 원을 그리도록 배치된 문양을 디자인하였다. 

조선 화포 문양의 디자인 요소인 기하도형과 초목류라는 성

질이 다른 소재를 조합한 복합 문양이며, 육각형은 굵기가 

다른 두 가지 선으로 표현함으로써 윤곽선의 강약에 따른 

입체감을 표현하였다. 색상은 검은색과 짙은 회색을 기본으

로 하고 은행잎은 녹색, 갈색, 황색을 사용하여 사계절의 변

화를 표현하였다(Figure 8, 9).

  둘째, 기하도형과 식물의 복합 문양인 원화격자문을 모티

브로 사용하였다. 모서리가 매듭으로 묶여있는 마름모를 만

들고 가운데 6장의 꽃잎으로 이루어진 꽃무늬를 배치하였으

며, 사각형 간격 사이에 작은 꽃무늬를 디자인하였다. 배경 

색상에 네이비를 사용하였으며 꽃무늬와 사각형 무늬를 옅

은 색으로 표현하여 배경 명도에 따른 원근감을 표현하였다

(Figure 10, 11).

  셋째, 기하도형과 식물의 복합 문양인 능화문을 모티브로 

사용하였다. 마름모꼴, 원형, 육각형으로 이루어진 기하도형

과 작은 여덟 개의 꽃으로 이루어진 단화문을 조합한 복합 

문양을 디자인하였다. 세 가지 기하도형을 규칙적으로 반복 

배치함으로써 단순하면서도 현대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내었

다. 배경색으로 검은색을 사용하였으며, 문양 부분은 베이지

색, 노란색, 녹색, 오프화이트색을 사용하였다(Figure 12,

 13).

  넷째, 꽃과 동물을 조합한 복합 문양인 녹화문을 모티브

로 사용하였다. 사슴이 꽃 주위를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모습

을 현대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시점의 변화에 따라 뛰

어다니는 사슴의 방향성이 변화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어 디

자인하였다. 배경 색상으로 오프화이트색을 사용하여 캔버스 

안을 사슴들이 무한히 뛰어다니는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또

한 작은 꽃무늬의 검은색은 배경색과 대비되어 현대적인 이

미지를 표현하였다(Figure 14, 15).

  다섯째, 복합 문양인 단화문을 모티브로 사용하였다. 원형

을 형성한 여섯 가지 꽃을 규칙적으로 반복 배치하였으며, 

꽃 사이사이에 핑크색, 노랑색, 하늘색으로 이루어진 작은 

꽃무늬를 채워서 크기로 원근감을 표현하였다. 또한 배경색

은 오프화이트색, 각종 꽃무늬는 핑크색, 노랑색, 하늘색, 녹

색, 베이지, 청색 등 파스텔 컬러를 사용하여 조선 화포 문

양이 갖는 화려한 이미지를 표현하였다(Figure 16, 17).

2.� 속성열거법을�활용한�한국적�패션디자인�개발

1) 작품 1 디자인

<작품 1>(Table 8)은 한복 저고리와 치마, 중단(中單)의 구

성을 적용한 민소매 스타일의 플레어 드레스로(Figure 18), 

컬러로는 검은색, 오프화이트와 다크그레이를 사용하였으며, 

기하도형과 식물의 복합 문양인 능화문을 적용하여 개발한 

문양을 활용하였다(Figure 19, 20).

  디자인 작업에서 사용한 속성열거법의 활용 항목은 다음

과 같다(Table 9)(Figure 21). 첫째, 짧은 저고리로 인해 가

슴을 둘러 묶어 가슴을 가리는 용도로 사용한 가슴가리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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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여 하이웨이스트의 가슴 부분을 타이트하게 표현하였

다. 둘째, 한복 치마의 퍼지는 형태를 적용하여 상의 가슴 

아래 절개선에서부터 플레어 형태가 되도록 표현하였다. 셋

째, 한복 치마의 속성을 활용하여 치마의 길이가 긴 점을 

개선점으로 검토하여 치마 길이를 줄였다. 넷째, 저고리의 

Table� 7.� Pattern� Design�Works

No. Reference� pattern Pattern� Unit� Illustration Painted� Pattern� Unit

1

Figure� 8.
Illustration� of� Ginkgo� Leaves� Pattern�

Figure� 9.
Painted� Pattern� of� Ginkgo� Leaves

2

Figure� 10.
� Illustration� of� Flowers� and� Traditional�

Knot� Pattern

Figure� 11.
Painted� Pattern� of� Flowers� and�

Traditional� Knot

3

Figure� 12.
Illustration� of� Flowers� and� Lozenge�

Pattern

Figure� 13.�
Painted� Pattern� of� Flowers� and�

Lozenge

고름이 쉽게 매어지지 않는 점을 개선점으로 검토하여 가슴 

부위 끈의 시접선을 따라 와이어를 넣고 양쪽 끈을 교차 고

정시키는 방법으로 표현하였다. 다섯째, 긴고름으로 가슴을 

한 바퀴 둘러 앞에서 고름을 매어 장식하는 돌띠저고리의 

고름을 적용하여 가슴을 두르고 앞에서 묶는 끈을 배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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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Continued

No. Reference� pattern Pattern� Unit� Illustration Painted� Pattern� Unit

4

Figure� 14.
Illustration� of� Deers� and� Flowers�

Pattern

Figure� 15.
Painted� Pattern� of� Deers� and� Flowers

5

Figure� 16.
Flowers� Pattern� Illustration

Figure� 17.
Painted� Pattern� of� Flowers

(created� by� researchers)

표현하였다. 여섯째, 중단(中單)의 무와 가장자리의 선(縇)을 

적용하여 삼각 모양의 스커트 옆면을 구성하고 스커트의 절

개선과 밑단에 배색단을 표현하였다.

2) 작품 2 디자인

<작품 2>(Table 10)는 한복의 저고리와 바지, 적초의(赤綃
衣) 구성을 적용한 자켓과 팬츠와의 세트업(Set-up) 스타일

로(Figure 22), 다크 네이비 컬러를 메인으로 하여 진한 베

이지와 검은색을 함께 사용하였고, 기하도형과 식물의 복합 

문양인 원화격자문을 적용하여 개발한 문양을 사용하였다

(Figure 23, 24).

  디자인 작업에서 사용한 속성열거법의 활용 항목은 다음

과 같다(Table 11)(Figure 25). 첫째, 저고리 기장이 짧은 점

을 수정사항으로 하여, 상의의 허리 절개선에 플리츠를 끼워 

물려 기장을 길게 표현하였다. 둘째, 저고리의 고름이 고정

되기 어려운 점을 수정사항으로 하여, 상의의 끈 부분의 시

접선에 와이어를 넣어 묶지 않고 형태를 만들어 교차 고정

시키는 디자인으로 표현하였다. 셋째, 저고리의 깃과 동정 

형태를 팬츠 밑단 부리 모양에 적용하여 표현하였다. 넷째, 

앞섶이 좌우 비대칭 구조인 저고리의 형태를 적용하여 상의 

앞 여밈이 좌우 비대칭이 되도록 표현하였다. 다섯째, 저고

리의 진동선이 일자로 된 드롭소매 형태를 적용하여 상의에 

프렌치 소매로 표현하였다. 여섯째, 조복의 겉옷인 ‘적초의’

의 속성에서 가장자리 배색 선(縇)이 있는 뒤 옷자락을 적

용하여, 상의 뒤판 플리츠 위에 가장자리 배색 선을 두른 

덧단을 겹쳐 표현하였다. 일곱째, 한복 바지의 큰 사폭과 작

은 사폭, 마루폭의 구조를 적용하여 뒤중심선을 절개선으로 

표현하고 뒷면에는 작은 사폭의 절개선을 넣었다. 또한 착용

시 큰 사폭을 접어 여미는 형태를 적용하여 하이 웨이스트 

팬츠의 앞 여밈의 밑위선을 왼쪽 사선으로 표현하였다.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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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바지 밑단을 대님으로 묶은 볼륨감 있는 바지 형태를 

적용하여 팬츠의 밑단 부분을 볼륨감 있는 형태로 표현하였

다. 아홉째, 바지 착용에 있어 허리끈으로 고정하기 불편한 

Table� 8.�Design�Work� 1

Figure� 18.� Flat� Drawings� of�Work� 1 Figure� 19.� Repeated� Pattern� of�Work� 1

Figure� 20.�Work� 1

Figure� 21.�Details� of�Work� 1

(created� by� researchers)

점을 수정사항으로 하여 팬츠의 허리 여밈을 후크로 고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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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Design� Idea� Elements� by� Attributes� Listing� of�Work� 1

Item Attributes Design� Ideas

Breast� band
Covering� the� chest� by� tying� it�

around� the� chest
Tightening� the� chest� area� of� the� high� waist

Chima Flare� shape Flaring� under� the� chest

Chima Long� length shortening� the� length� of� the� skirt

Jeogori Breast� ribbons� are� not� tied� easily.
Puting� a� wire� into� the� edge� of� the� strap� and�making� a�

shape� without� tying� it

Dolddi-jeogori
Wraping� around� chest� with� long�

chest� ribbons.

Puting� a� different� coloured� strap� around� the� chest� and�

tying� it� in� front

Jungdan Gusset,� band� hem
Triangular� gussets� on� the� both� sides� of� the� skirt.

Band� around� the� edges� and� seam� lines

Table� 10.�Design�Work� 2

Figure� 22.� Flat� Drawings� of�Work� 2 Figure� 23.� Repeated� Pattern� of�Work� 2

Figure� 24.�Work� 2

Figure� 25.�Details� of�Work� 2

(created� by� resear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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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Design� Idea� Elements� by� Attributes� Listing� of�Work� 2

Item Attributes� /� Problems Design� Ideas

Jeogori Short� length
Making� the� length� longer� by� inserting� a� pleat� into� the�

waistline

Jeogori Chest� ribbons� are� not� tied� easily.
Puting� a� wire� into� the� edge� of� the� strap� and�making� a� shape�

without� tying� it

Jeogori Git,� dongjeong
Applying� the� shape� of� the� collar� to� the� hem� line� of� the�

trousers

Jeogori Asymmetric� opening Applying� to� the� asymmetric� front� closure

Jeogori Drop� sleeves,� armhole� line French� sleeves

Jeogui
Hapi� (Decoration� that� hangs� back�

and� forth� across� both� shoulders)
Straps� hanging� from� one� shoulder� line� to� the� front� and� back

Jeokchoui� Band� hem� of� the� back
Overlaying� placket� with� coloured� band� hem� over� the� back�

pleats� panel

Baji Large� sapok,� small� sapok,� marupok.

A� seam� line� as� a� small� sapok� on� the� back� panel.�

A� seam� line� on� the� back� center� line.

Making� the� front� rise� a� diagonal� line

Baji Voluminous� shape Making� the� trousers� voluminous

Baji
The� way� tying� the� waist� with� a� strap�

is� not� safely� fixed.
Fastening� with� a� hook

3) 작품 3 디자인

<작품 3>(Table 12)는 한복 치마, 홍장삼, 마고자, 적초의, 

적의, 무지기치마의 구성을 적용한 퍼프 슬리브 스타일의 아

우터와 무지기치마의 구성을 적용한 민소매 스타일의 롱 플

리츠 원피스로 구성되었다(Figure 26). 컬러로는 오프화이트, 

검은색, 모스그린 색을 사용하였으며 꽃과 동물의 복합 문양

인 녹화문을 적용하여 개발한 문양을 활용하였다(Figure 27, 

28).

  디자인 작업에서 사용한 속성열거법의 활용 항목은 다음

과 같다(Table 13)(Figure 29). 첫째, 왕실 여성의 혼례복인 

‘홍장삼’의 앞 길이가 짧고 뒤 길이가 긴 형태를 적용하여 

아우터의 앞뒤 길이를 다르게 표현하였다. 둘째, ‘홍장삼’의 

옆선이 트여있어 앞뒤 옷자락이 분리된 형태를 적용하여 아

우터의 겨드랑이 아래에서 긴 트임을 넣어 앞뒤판을 분리시

켰다. 셋째, 저고리 위에 덧입는 상의인 ‘마고자’의 깃이 없

는 곡선의 네크라인을 적용하여 둥근 네크라인으로 표현하

였다. 넷째, 조복의 겉옷인 ‘적초의’의 앞뒤 옷자락 가장자리

에 장식한 배색 선(縇)을 적용하여 앞뒤판 가장자리에 배색 

선을 둘러 표현하였다. 다섯째, 왕실 여성의 예복인 ‘적의’의

구성품인 대대(大帶)를 적용하여 가슴 아래 위치에 띠를 둘

러 앞에서 늘어뜨렸다. 여섯째, ‘적의’의 앞 가리개 장식물인 

폐슬(蔽膝)을 적용하여 사각형의 장식을 겹 플리츠 스커트 

사이에 끼워 늘어뜨렸다. 일곱째, 볼륨감이 있는 한복 치마 

의 형태를 소매에 적용하여 퍼프 슬리브의 형태로 표현하였

다. 여덟째, 한복 치마의 허리말기를 적용하여 하이웨이스트 

원피스의 가슴 부분을 타이트하게 표현하였다. 아홉째, 플리

츠 주름이 3단의 겹으로 되어 볼륨감을 주는 한복 속치마인 

‘무지기치마’의 구성을 적용하여 2단의 플리츠 주름 스커트

로 표현하였다.

4) 작품 4 디자인

<작품 4>(Table 14)는 곤룡포, 적의, 무지기치마, 돌띠저고

리, 두루마기, 한복치마의 구성을 적용한 민소매 원피스로

(Figure 30), 컬러로는 오프화이트와 베이지를 사용하였으며 

기하도형과 식물의 복합 문양인 단화문을 적용하여 개발한 

문양을 사용하였다(Figure 31, 32).

  디자인 작업에서 사용한 속성열거법의 활용 항목은 다음

과 같다(Table 15)(Figure 33). 첫째, ‘곤룡포’의 속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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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Design�Work� 3

Figure� 26.� Flat� Drawings� of�Work� 3 Figure� 27.� Repeated� Pattern� of�Work� 3

Figure� 28.�Work� 3

Figure� 29.�Details� of�Work� 3

(created� by� resear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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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Design� Idea� Elements� by� Attributes� Listing� of�Work� 3

Item Attributes� /� Problems Design� Ideas

Hongjangsam Short� front� and� long� back Different� lengths� between� the� front� and� back

Hongjangsam
Long� slits� on� both� side� seams� and� separate�

front� and� back� sides.

Long� slits� under� armpits� to� separate� the� front� and�

back� panels

Magoja Curved� neckline� without� a� collar Round� neckline

Jeogchoui Band� hem� of� the� front� and� back
Band� hem� around� the� hem� and� side� slits� of� front�

and� back�

Jeogui Daedae� (Waistband)
Wrapping� a� strap� around� chest� and� dropping� it�

down

Jeogui Pyeseul� (Ornamental� back� apron)
Hanging� down� a� rectangular� decorative� panel�

between� layers� of� pleated� skirts

Chima Voluminous� shape� with� gatherings Puff� sleeves

Chima Heorimalgi� (Waist� band)
Tightly� expressing� the� chest� of� a� � high-waisted�

dress

Mujigi-chima
A� pleated� skirt� with� three� tiers� of� different�

lengths
A� pleated� skirt� with� double� layers

둥근 깃모양인 곡령을 적용하여 U자형 네크라인으로 표현하

였다. 둘째, ‘곤룡포’의 속성에서 네크라인에 개방감을 주는 

것을 수정방향으로 하고 ‘무지기치마’의 플리츠를 적용하여 

U자형 네크라인에 플리츠로 장식하였다. 셋째, ‘곤룡포’의 

속성에서 무게감이 있음을 개선사항으로 가벼운 스타일로 

바꿔 보기를 수정방향으로 하여 소매가 없는 스타일에 가벼

운 소재를 사용하였다. 넷째, ‘곤룡포’의 용보(龍補)를 적용

하여 원피스의 양어깨에 용보를 형상화한 형태로 표현하였

다. 다섯째, ‘적의’ 차림에서 양쪽 어꺠에 걸쳐 앞뒤로 늘어

뜨리는 장식 구성품인 하피(霞帔)를 적용하여 띠를 가슴부

분을 지나 등 부분에서 늘어뜨리는 형태로 적용하였다. 여섯

째, 긴고름으로 가슴을 한 바퀴 둘러 앞에서 고름을 매어 

장식하는 ‘돌띠저고리’의 고름을 적용하여 앞 띠 장식에 고

름 모양을 덧붙였다. 일곱째, ‘두루마기’의 속성인 무를 적용

하여 원피스 몸판 양쪽에 절개선을 넣었다. 여덟째, 한복 치

마의 허리 주름의 속성을 적용하여 낮은 허리선에 개더링

(gathering)를 디자인하였다. 

5)　작품 5 디자인

<작품 5>(Table 16)은 한복 저고리와 치마, 전행웃치마 구

성을 적용한 민소매 블라우스와  A라인 실루엣의 스커트로 

구성되었다(Figure 34). 컬러로는 오프화이트와 검은색, 다크 

그레이와 베이지 컬러을 사용하였으며, 소화구갑문과 낙엽문

을 적용하여 개발한 문양을 사용하였다(Figure 35, 36).

  디자인 작업에서 사용한 속성열거법의 활용 항목은 다음

과 같다(Table 17)(Figure 37). 첫째, 가슴가리개의 형태와 

끈으로 구성된 특징을 상의에 적용하여 가슴 위아래부분에 

솔기선을 주고 중간에 띠를 두른 형태로 표현하였다. 둘째, 

왕실 예복 차림의 대란치마 위에 갖추어 입는 세가닥 치마

인 전행웃치마의 형태를 적용하여 스커트의 허리선 부분에

서 스커트 위로 띠들을 늘어뜨렸다. 셋째, 긴 기장의 치마가 

주는 활동의 불편함을 수정사항으로 적용하여 기장을 무릎 

위까지 줄였고 A라인 스커트 스타일로 변경하였다. 넷째, 

치마의 높은 허리선과 퍼지는 형태, 저고리의 짧은 형태를 

상의에 적용하여 가슴 아래에 플레어 스타일로 표현하였다. 

다섯째, 저고리의 고름을 매어 고정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점

을 수정사항으로 하여 가슴 부분에 고정된 고름 끈을 장식

하였다. 여섯째, 저고리의 종류의 하나인 색동저고리를 적용

하였으며 A라인 스커트 밑단에 절개선을 넣어 다른 컬러를 

사용함으로써 색동저고리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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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Design�Work� 4

Figure� 30.� Flat� Drawings� of�Work� 4 Figure� 31.� Repeated� Pattern� of�Work� 4

Figure� 32.�Work� 4

Figure� 33.�Details� of�Work� 4

(created� by� researchers)

Table� 15.�Design� Idea� Elements� by� Attributes� Listing� of�Work� 4

Item Attributes� /� Problems Design� Ideas

Gollyongpo Round� collar� ’gongnyeong’ U� neckline

Gollyongpo
Looking� cramped� due� to� the� high� and�

narrow� neckline Decorating� with� pleats� on� the� neckline

Mujigi-chima Three-tier� pleats� of� different� lengths

Gollyongpo Looking� heavy
Light� materials

No� sleeves

Gollyongpo Yongbo� (Dragon� embroidered� patch) Shoulder� decoration

Jeogui
Hapi� (Decoration� that� hangs� back� and� forth�

across� both� shoulders)

Wrapping� chest� with� a� strap� and� dropping� down�

on� the� back

Dolddi-jeogori Chest� ribbon Decorating� ribbon� on� the� band� of� the� front

Durumagi Gusset Seam� lines� on� both� sides� of� the� bodice

Chima Gathering gathering� in� the� lower� waist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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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Design�Work� 5

Figure� 34.� Flat� Drawings� of�Work� 5 Figure� 35.� Repeated� Pattern� of�Work� 5

Figure� 36.�Work� 5

Figure� 37.�Details� of�Work� 5

(created� by� resear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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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7.�Design� Idea� Elements� by� Attributes� Listing� of�Work� 5

Item Attributes� /� Problems Design� Ideas

Breast� band Shape,� strip
Putting� seam� lines� on� the� upper� and� lower� parts� of� the�

chest� and� a� band� in� it

Junhaengutchima Three� pieces� of� skirt
From� the� waist� of� the� skirt,� the� square� pieces� hang�

irregularly

Chima Long� length Making� the� skirt� knee-length� short

Chima High� waistline

Flaring� from� under� the� chestChima Spread� shape

Jeogori Short� length

Jeogori Chest� ribbons� are� not� tied� easily Fixed� knotted� ribbon

Jeogori Saekdong� (Stripes� of� many� colours) Using� various� fabrics� for� a� skirt

I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적 정체성을 담은 조선 화포 문양의 

종류와 디자인 요소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현대적인 문양

을 개발하고, 더불어 한복의 디자인 요소를 속성열거법으로 

적용하여 현대적 감성을 융합한 패션디자인을 3D 가상 착

의 프로그램으로 개발 제시하는 것이다.

  조선 화포에 대한 고찰을 위해 「증보화포편람」의 조선 

유래 화포문양 디자인 22개를 살펴본 결과, 화포문양 디자

인의 구성 소재는 선, 도형, 초목류, 꽃, 조류, 동물류, 곤충

류, 일상품류, 길상 문자가 있었다. 또한 화포 문양의 디자

인 특징으로는 성질이 다른 소재간의 조합, 좌우대칭의 구

도, 문양의 규칙적인 반복 배치, 문양 윤곽선의 강약에 따른 

입체감 표현, 배경 명도의 강약에 따른 원근감 표현, 시점의 

변화에 따른 문양 방향성의 변화로 분석하였다. 

  이상으로 도출한 조선 화포 문양의 특징을 바탕으로 현대

적 디자인으로 재해석한 조선 화포 문양 5점을 개발하였으

며, 개발한 조선 화포 문양과 속성열거법을　활용하여　한국

적　현대　패션디자인을　개발하였다.

  <작품 1>은 조선 화포 문양의 복합 문양인 능화문을 사

용하여 개발한 꽃과 마름모 문양을 적용하여 디자인한 원피

스로, 가슴가리개, 한복 치마의 길고 퍼지는 형태, 돌띠저고

리의 긴고름, 중단의 무와 가장자리 선(縇), 저고리의 고름

을 쉽게 묶기 힘든 점의 속성들을 활용하여 디자인하였다. 

<작품 2>는 조선 화포 문양의 복합 문양인 원화격자문을 사

용하여 개발한 꽃과 매듭 문양을 적용하여 디자인한 상의와 

팬츠 세트업(Set-up) 구성되었다. 활용한 속성으로는 저고리

의 깃과 동정, 비대칭 여밈, 짧은 기장, 고름을 쉽게 매어지

지 않는 점, 한복 바지의 큰사폭, 작은 사폭, 마루폭, 볼륨감

이 있는 바지 형태, 허리를 끈으로 묶는 방식이 안전하게 

고정되지 않는 점, 저고리의 진동선, 적초의의 가장자리 배

색 선(縇)이 있는 뒤 옷자락이며, 이들 속성을 활용하여 디

자인하였다.  

<작품 3>은 조선 화포 문양의 복합 문양인 녹화문을 사용하

여 개발한 사슴과 꽃 문양을 적용하여 디자인한 아우터와 

긴 원피스로 구성되었다. 활용한 속성으로는 홍장삼의 앞 길

이가 짧고 뒤 길이가 긴 형태와 옆선이 트여있어 앞뒤 옷자

락이 분리된 형태, 마고자의 깃이 없는 곡선의 네크라인, 적

초의의 앞뒤 옷자락 가장자리에 장식한 배색 선(縇), 적의의 

대대(大帶)와 폐슬, 한복치마의 개더가 있는 볼륨감 형태, 3

단의 겹으로 된 플리츠 주름의 무지기치마, 한복치마의 허리

말기이며, 이들 속성을 활용하여 디자인하였다.  

  <작품 4>는 조선 화포 문양의 복합 문양인 단화문을 사

용하여 개발한 꽃 문양을 적용하여 디자인한 원피스로 구성

되었다. 활용한 속성으로는 곤룡포의 둥근 깃모양인 곡령과 

네크라인이 높고 좁아 갑갑해 보이는 점, 용보, 무게감이 있

는 점, 3단 플리츠의 무지기치마, 적의의 구성품인 하피, 돌

띠저고리의 긴 고름, 두루마기의 무, 한복 치마의 허리주름

이며, 이들 속성을 활용하여 디자인하였다.  

  <작품 5>는 조선 화포 문양의 낙엽문과 소화구갑문을 조

합한 복합 문양을 사용하여 개발한 은행잎 문양을 적용하여 

디자인한 블라우스와 스커트로 구성되었으며, 끈이 구성된 

가슴가리개, 한복 치마의 높은 허리선, 퍼지는 형태, 조각이 

난 치마 형태인 전행웃치마, 저고리의 짧은 기장, 고름, 색

동, 의 속성들을 활용하여 디자인하였다. 

  본 연구는 조선 화포 문양을 패션디자인 개발의 새로운 

소스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전통과 현대를 

융합에 의해 문화적 정체성을 부여한 창의적 패션디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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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로 표현하였다. 이 연구를 계기로 조선 화포 문양과 

패션디자인을 접목시킨 연구가 활발해져 조선 화포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창의적인 패션디자인으로 응용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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