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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lls in traditional Korean dress and garments from various countries all around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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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 19세기 / Fabric, Plastic / 17cm

18C 흑사병으로 독일마을을 구한 14명의 구난성인을 

상징하는 블렌훗을 쓰고 있는 인형

한국 / 2020년 / Cotton, Plastic / 40cm

코로나19 극복을 상징하는 면 한복을 입은 

디즈니 베이비돌(미녀와 야수 벨)

<디즈니베이비돌은 전시목적으로만 사용되었으며 착용하고 있는 한복은 한국색동박물관에서 제작됨>

A doll with a bollenhut that symbolizes a saint who saved 
a German village suffering from the plague

doll in Hanbok that represents 
overcoming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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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Director’s Preface

2020년은 한국색동박물관이 서울시 인증 박물관이 된지 5주년 되는 해입니다.

한국색동박물관은 본인이 동덕여자대학교 30년 재직하는 동안 한국의 색동의 매력에 빠져 다양한 색동관련 

유물을 수집과 연구하게 되고 퇴임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2016년부터 매년 특별전으로 색동의 현대화 전시를 기획하여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한국 전통옷과 세계 여러 나라옷을 입은 인형들’ 전시로 한국과 세계 각국 인형들을 주제로 전시를 기획하였습니다. 

이번전시는 저희 박물관에 독일에 거주중이신 베커스 김영자 박사님께서 유럽과 아시아의 많은 인형들을 기증해 

주셔서 인형 전시를 개최할수 있었습니다. 전시를 준비하며 저희 박물관은 한국과 세계 민속인형들을 더 많이 

수집하고 더 나아가 색동한복을 입은 여러 종류의 인형들을 제작하여 보았습니다.

‘한국 전통 옷과 세계 여러나라 옷을 입은 인형들’ 전시의 첫 번째 의도는 여러나라 인형들의 얼굴이나 형태만을 

보는 것 보다는 세계 민속의상에서 소재를 집중하여 살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많은 인형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문화와 감성에 집중하며 우리는 “무엇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가”

를 보여주는 인형들로 분류해서 전시를 기획하였습니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즉 가족, 연인, 친구들과의 좋은 건강한 관계에서 오는것이

라 여겨집니다. 각 나라의 인형들이 보여주는 관계에서 엄마가 아이를 엎고 있는 모습, 연인, 부부가 행복해 하는 

모습, 친구들과 재미있게 민속놀이를 하는 모습을 보며 인형전을 즐기는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행복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국색동박물관이 지난 5년간 번창하며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음은 설립부터 지금까지 사랑과 헌신으로 

도와주시는 배정용 학예사님과 양지나 관장의 노고 덕분이라 생각됩니다.

이번전시는 서울특별시 사립박물관, 미술관 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기획한 전시입니다. 전시를 지원해주신

서울시와 많은 인형을 기증해주신 베커스 김영자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Greetings
Director’s Preface

It is the year of 2020 that Korea Saekdong Museum has been a Seoul city government-certified museum

for 5 years. Korea Saekdong Museum was established after my retirement from Dongduk Women’s 

University where I served for 30 years and had collected and researched a variety of Saekdong-associated 

legacy, fascinated with Korean Saekdong.

We’ve designed and held annual special exhibitions with Saekdong’s modernization since 2016. This 

year’s special exhibition ‘dolls in traditional Korean dress and garments from various countries all around 

the world’ is themed with Korean dolls and ones of different countries of the world.

We owed this doll exhibition to Dr. Young-Ja Beckers-Kim currently in Germany who donated plenty of 

dolls from Europe and Asia to our museum. Preparing for the exhibition, we’ve collected more traditional 

Korean dolls and even made many kinds of dolls in Saekdong hanbok.

What we primarily aim for this exhibition is to turn the viewers’ focus to materials of the world’s 

traditional garments rather than the dolls’ faces or forms.

Our secondary goal has been to design the exhibition by focusing on culture and emotions these dolls 

show us and classifying ones that tell us “what makes people happy.”

We believe what makes people happy is relationships with loved ones, in other words, good and healthy 

relations with family, lovers and friends. We hope all of you to see all these relationships expressed with 

dolls from different countries like mother carrying a baby on her back, happy couples at their wedding 

and kids playing fun folk games with friends and to think of happiness once again.

This exhibition was selected as a Seoul’s support project for vitalization of private museums and art 

galleries. We are very grateful for the city’s support and Dr. Young-Ja Beckers-Kim for her generous 

donation.

October 2020

Kim Okhyun, honorary professor at Dongduk Women’s University

2020년 10월

한국색동박물관 고문 

동덕여자대학교 명예교수 김 옥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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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많은 인형들에서 무엇이 보이나요?

인형들이	입고	있는	옷의	소재

세계 각국의 많은 인형들과 한국 인형의 옷을 살펴보면 

그 당시 문화와 복식의 유행을 복식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한국색동박물관에서 이번 전시에 인형들의 옷에 나타난 

소재의 특징을 8가지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Dresses for dolls from various countries and traditional 
Korean dolls show the then culture and clothing fashion. 
Korea Saekdong Museum classifies features of dolls’ 
clothes into 8 sorts and analyzes them one by one.

1. 줄무늬 문양   Stripe pattern

2. 직조   Weaving

3. 자수   Embroidery

4. 구슬장식   Beads decoration

5. 레이스   Lace

6. 체크문양   Tartan check pattern

7. 모피   Fur

8. 손뜨개질   Hand kni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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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줄무늬	문양

중국 China

중국소수민족 / 1990년대 / Beads, Fabric, Plastic / 58.7cm

스페인 Spain

20세기 / Fabric, Plastic / 24.5cm

포르투칼 Portugal

1980년대 / Fabric, Plastic / 16.7cm

상생소멸의 음양오행 철학적 의미를 담은 한국의 색동은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우수한 줄무늬 옷감이다. 

한국의 색동을 연상케 하는 오방색 줄무늬는 세계 

각국의 인형의 옷에서도 나타난다.

Implying the philosophical meaning from Yin-Yang and five elements 
of creation and extinction, Korean Saekdong is an outstanding striped 
fabric that is not ever found in any other country. Obang-colored 
stripe that reminds of Korean Saekdong is also put on foreign dolls. 

Obang-colored stripe used for dolls from other countries 
merely is an expression of beauty and none of them has 
any philosophical meaning as Korean Saekdong does.

세계 각국에 나타나는 오방색 줄무늬 문양은 단지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줄무늬 문양이며 한국과 

같은 철학적 의미가 담긴 줄무늬는 없다.

Stripe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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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Korea

한국 / 1970년대 / Fabric / 22cm

태국 Thailand

태국 / 1990년대 / Fabric, ceramics / 3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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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슬라비아 Yugoslavia

20세기 / Fabric, Plastic / 30cm

체코 Czech Republic 

20세기 / Straw, Wood, Fabric /  25.5cm

2.	직조 Weaving



18 19

우즈베키스탄 Uzbekistan

1990년대 / Fabric, Plastic / 28cm

우즈베키스탄 인형은 이카트 기법을 사용한 의상을 

착용하고 있다. 이카트기법은 선염으로 실을 묶어서 염색하여 

문양을 넣은후에 옷감을 제직 하는 기법이다.

우즈베키스탄 Uzbekistan

1990년대 / Fabric, Plastic / 27.5cm, 18.5cm, 27.5cm

Uzbekistan dolls are put on clothes with ikat technique. 
The ikat technique is of ombre dyeing by tying up threads, creating 

patterns and then wea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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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United States

아메리칸 인디언 Native American

1950년대 / Wool, Beads, Plastic / 20cm

미국 United States

아메리칸 인디언 Native American 

20세기 / Fabric, Wood / 15.1cm x 7.7cm x 9.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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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수 Embroidery

체코 Czech Republic

1980년대 / Cotton, Plastic / 33cm

체코 동부지방인 모라비아 민속 의상

체코의 전통 민속의상의 특징인 풍성한 어깨부분과 

레이스 장식, 화려한 자수 문양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형이다. 스커트는 풍성하고 정교한 에이프런 장식

이 대표적 특징이다. 

흰 블라우스 소매는 풍성하게 부풀려져 있고 목부분

에는 프릴장식이 있다. 

독일 Germany

20세기 / Fabric, Plastic / 24cm

스페인  Spain

20세기 / Cotton, Plastic / 18cm

raditional costume in Moravia, 
the eastern part of the Czech republic
This doll demonstrates the features of traditional Czech 
costume–voluminous shoulder, lacing and splendid 
embroidery. 
The distinct characteristic is flowing skirt and elaborate 
apron decoration. 
Sleeves on white blouse are fully puffed with frilly 
neck.



24 25

독일  Germany

20세기 / Fabric, Plastic / 24cm 

독일 Germany

20세기 / Fabric, Plastic / 30cm

유럽전통의상의 자수는 옷을 아름답게 꾸미는 기능을 하며 주술적 목적도 있었다. 자수는 새겨지는 

위치가 중요시 되었는데 악한 기운을 옷의 목둘레, 밑단, 소매등의 모든 여밈과 가장자리를 통해 

스며든다고 여겼다. 자수기법은 현대사회에서도 의상에 쓰이는 주요 요소로 자리잡았다. 

Embroidery of traditional European clothing was both decorative and shamanistic. It was the point of 
embroidery that mattered; they thought evil spirit permeated through every seam and edge like neck, 
hems and sleeves. Embroidery technique has been settled as a major element for modern clothing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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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슬	장식 Beads design

아프리카-줄루족 Africa

21세기 /  Beads, Wool, Buib / 40cm

러시아 Russia

20세기 / Ceramic, Beads, Fabric / 60cm, 52cm

남아프리카 지역 부족의 구슬장식은 세계적으로 가장 섬세한 공예중 하나로 꼽힌다. 문자가 없던 시대에 다른 남아프리카 부족들처럼 줄

루족도 구슬장식으로‘상징’체계를 개발했다. 구슬장식의 의미는 색과 형태에 따라 다르고 여성이 구슬로 만든 목걸이, 벨트 등의 장식에 

메시지를 담아 남성에게 고백하는 '줄루 러브레터' 라는 전통 풍습이 전해진다. 

Beading that tribes in southern Africa use is one of the most delicate crafts in the world. Like other southern African tribes, Zulu people also 
developed a ‘symbolic’ system with beading in prehistoric times. The meaning of beading varies depending on its colors and shapes and the 
traditional custom called ‘Zulu love letter’ has been handed down that a girl confesses her feeling to a boy with beaded necklace, belt and so on.

This is a high-topped, crown-shaped traditional hair accessory that coordinates with traditional russian 
clothes of sarafan. It has a big ribbon at the back and ceremonial dresses are decorated with pearls and jewels. 
Though it originated from a religious meaning to come close to the sky, it is often used for weddings and 
festivals. They use Kokoshnik on special occasions. 

코코쉬닉(Kokoshnik)

러시아 전통의상인 사라판 차림에 잘어울리는 전통 머리장식으로 높이 솟은 크라운 모양으로 되어있다. 

뒷부분에 커다란 리본을 달며 의례복은 진주와 보석으로 장식한다. 하늘에 가까이 다가가려는 종교적 

의미에서 비롯됐지만 결혼식, 축제 등에 즐겨 사용된다. 특별한 날이면 즐겨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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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Poland

1990년대 / Fabric, Plastic / 40cm

폴란드 Poland

1990년대 / Fabric, Plastic / 4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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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레이스 Lace

레이스는 직물에 구멍이 뚫려서 그것으로 모양을 나타내는 직물을 

뜻한다. 손으로 만든 레이스와 기계생산 레이스로 나눌수 있다.

스페인 Spain

21세기 / Fabric, Plastic / 28.5cm

스페인 Spain 

21세기 / Fabric, Plastic / 22cm

Lace generally means fabric with holes, which makes a certain pattern. 
Classified into handmade and machine-made one.

스페인 북동부 아라곤 민속의상 

스페인 북동부 지역에서는 주로 짙은색이나 검은색 바탕에 꽃무늬가 있는 면 개

더스커트를 입고, 검은색의 벨벳 보디스 앞에서 교차시켜 뒤에서 묶는 술 달린 숄

을 걸쳤다. 검은색 실크 에이프런을 두르며, 흰색 스타킹과 알파가타를 신는다.

Folk costume, Aragon in northeastern Spain 
Women in this region usually wear a cotton gather skirt in dark color or black with 
floral patterns and a tasseled shawl crossed in front of black velvet bodice and then 
tied at the back. They wear a black silk apron with white stocking and alpargata.

스페인 Spain

21세기 / Fabric, Plastic / 2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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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Brazil

1980년대 / Fabric, Plastic / 30cm

7겹의 나자레 스커트

나자레는 포르투갈의 성지 순례지로 널리 알려진 어촌이다. 나자레는 여성들이 7개의 속치마를 겹친 스

커트를 입는것으로도 유명하다. 여성들은 해변에서 해가 저물도록 고기잡이를 나간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차가운 바닷바람이 불면 한 겹씩 벗어서 몸을 감싸기 위해 속치마를 겹쳐 입었다.

7-layered Nazare skirt
Nazare is a fishing village noted as a holy place in Portugal. It is also famous for women’s wearing a skirt on 
sevenfold underskirts. Women used to wait for their husband at the beach who went fishing until night fell. 
They wore multiple layers of underskirts to cover themselves up from a chill wind from the sea.

포루투칼 Portugal

20세기 / Fabric, Plastic / 17cm, 2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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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체크문양 Tartan check pattern

영국 웨일즈 England 

21세기 / Fabric, Plastic / 21.5cm

영국 웨일즈 England 

20세기 / Fabric, Plastic / 18cm

웨일스 민속의상의 검정색 모자

19세기 영국 웨일스(Wales)지역 농가의 여성 복식은 높은 검정색 모자와 외투로 마녀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마녀재판이 끝날무렵인 1630년대에 영국 시골 부인들이 특징적으로 입었던 의복이었다.

영국  England

20세기 / Fabric, Plastic / 18cm

영국 England

20세기 / Fabric, Plastic / 20cm

Black hat from Welsh folk costume
Welsh women of farming families wore a tall black hat and a coat in the 19th century, which reminds of a witch.  
Country ladies in England typically wore that way in 1630s when the witch trial was about to end. 

체크문양은 색상이 다른실이 규칙적으로 교직되어 나타나는 무늬이다. 색상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며 

보통 어두운 색과 밝은 색을 하나씩 교대로 경사와 위사에 동일하게 반복한다.

Check pattern is of threads with different colors regularly blended. Those colors are finitely used; a dark 

color and a light one are generally used as the warp and weft one by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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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틀랜드의 킬트(Scottish kilt)

킬트는 스코티랜드 하이랜드(Highland) 지방에서 입던 남성용 스커트를 뜻한다. 

허리에서 무릎까지 이르는 스커트로 세로로 주름이 잡혀있고 타탄(tatan)이라는 

격자무늬로 된 모직천으로 제작한다. 킬트의 앞쪽 가운데 스포런(sporran)이라는 

가죽 주머니를 차는 것이 관습이었다. 

영국  England

20세기 / Fabric, Plastic / 16.5cm, 17cm

Kilt refers to a man skirt worn in the Scottish Highlands.
It is a knee-length skirt with vertical pleats and made with striped woolen fabric called 
tatan. It was the practice to wear a sporran, a leather purse, at the center to the fr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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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모피 Fur

미국 에스키모 United States

20세기 / Fabric, Plastic, Fur / 24cm

몽골 Mongolia 

20세기 / Fabric, Wood, Fur / 29cm

델(Deel)

'델'(Deel)은 몰골 전통의상이다. 소매

부분과 모자에 털이 장식되어 있다.

부족에 따라 델의 색상, 장식 등의 차이가 

있으나 모두 유목생활을 하기 때문에 

접어서 보관하기편리하게 제작되었다.

‘Deel’ is a traditional Mongolian costume. 
Decorated with fur at sleeves and hat.
Deel’s colors and adornments vary with 
different tribes but they are all nomads, 
deel is made convenient to fold for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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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손뜨개질 Hand Knitting

독일 Germany

20세기 / Fabric, Plastic / 52.5cm

독일 Germany

20세기 / Fabric, Plastic / 40cm, 3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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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France

20세기 / Fabric, Plastic / 30cm

영국 England

20세기 / Fabric, Plastic / 21cm

러시아 Russia

20세기 / Fabric, Plastic / 25.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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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둘이 주는 기쁨 - 혼례와 축제

    Joy of couples - Wedding & Festival

2.엄마의 사랑 (엄마와 아이)

    Love of Mom - Mommy & baby

3.모두 함께 - 현대화한 한복을 입은 인형들

    Together with family & friend

무엇이 행복한 삶을 만드는가?

인형들이 보여주는 관계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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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둘이	주는	기쁨	-	혼례와	축제

Joy of couples - Wedding & Festival

한국-왕과 왕비 Korea

2020년 / Polyester, Plastic / 41cm, 35cm  

한국-혼례전 남녀 복식 Korea

2020년 / Silk, Plastic / 54cm, 54.5cm

한국-전통 혼례 Korea

1960년대 / Fabric, Paper, Plastic / 19cm x 22cm 

한국은 전통 혼례때 여자는 활옷이나 원삼을 입었는데 소매부분을 색동을 사용하고 

한복에 금박으로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Korean women wore Hwalot or Wonsam for traditional wedding; Saekdong was used at 
sleeves and Hanbok was magnificently decorated with gi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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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혼례복 Cambodia

21세기 / Fabric, Plastic / 29cm, 29.5cm

몽골(Khalka in Mongolia)

'몽골의 가장 큰 종족인 칼카(Khalka)의 전통 혼례 

의상을 착용한 인형이다. 몽골여성의 양뿔 모양의 

머리장식은 응고시킨 양의 지방으로 머리카락을 빳빳

하게 모양을 잡은 다음 터키, 옥, 은, 산호 등으로 만든 

보석핀으로 고정시킨다. 앞머리는 화려하게 장식한 

모자로 장식한다. 이 머리 장식은 한국의 족두리와 비

슷한 형태이다.

몽골-전통 혼례 Mongolia

21세기 / Fabric, Plastic / 25cm

This doll wears traditional wedding garment of Khalka, 
the biggest tribe in Mongolia. The hair accessory for 
Mongolian women is shaped like sheep horns; hair is 
stiffly fixed with congealed sheep fat, which is adorned 
with turquoise, silver, coral, etc. Bangs are decorated 
with a fancy hat. This hair accessory is similar with 
Korean Jokd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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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축제, 혼례 예복

Hungarian festival, Wedding gown

헝가리의 전통 축제, 혼례용 민속의상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화려한 자수와 장

식이 특징이다. 남성들은 돌마니(Dolmany)라 불리

는 꽉끼는 재킷과 통이 좁은 바지를 입었다.

헝가리 혼례, 축제 예복 Hungary

20세기 / Fabric, Plastic / 32cm, 58cm

폴란드 전통 축제의상 Poland

20세기 / Fabric, Plastic / 25cm

폴란드 전통 축제의상 Poland

20세기 / Fabric, Plastic / 32cm

Folk costumes for Hungarian festivals and wedding 

gowns are slightly different in every region but they 

commonly feature splendid embroidery and ornament.

Men wore a tight jacket called Dolmany and narrow-

legged 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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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Italy

20세기 / Fabric, Plastic / 22cm, 22cm

프랑스 오트 프로방스 지방 노부부 France

20세기 / Fabric, Plastic / 23.5cm

알레 중심의 오트 프로방스(Haute Provence) 지역의 농민의상으로 추정되는데, 

주로 여성들은 파스텔 색 꽃무늬 면스커트에 검은색이나 흰색의 긴소매 상의를 입고 

숄을 어깨에 걸쳤다. 지역에 따라 흰색의 보닛을 착용하였다.

This is assumed as clothes for farmers mostly in Allemagne, Haute Provence; women basically 
wore pastel-colored cotton skirts with floral pattern and long-sleeve black or white clothes with a shawl 

around their shoulders. There are some regions where women wore a white bo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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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엄마와	아이

Love of Mom - Mommy & Baby

아프리카-아이업은 엄마 Africa

20세기 / Cotton, Plastic  / 23.5cm

남아메리카 아이업은 엄마 South America

1990년대 / Fabric, Plastic / 25.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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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아이업은 엄마 Thailand

20세기 / Fabric, Plastic / 33cm

태국 아이 업은 엄마 Thailand

20세기 / Fabric, Plastic / 23.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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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두	함께

Together with Family & Friend

한국 민속인형 Korea

2020년 / Silk / 23cm, 24.5cm

놀이하는 한국 민속인형 Korea

2020년 / Cotton / 24cm, 23cm, 23cm, 24.5cm

디즈니 베이비돌(포카혼타스) Disney babydoll 

2020년 / Silk / 40cm

<디즈니베이비돌은 전시목적으로만 사용되었으며 

착용하고 있는 한복은 한국색동박물관에서 제작됨>

한국색동박물관에서는 이번전시를 위해 색동원단과 양단, 숙고사, 면을 사용하여 

인형한복을 제작하고 현대인형에 입혀 전시를 기획하였다.

Korea Saekdong Museum has produced Hanbok for dolls using Saekdong cloth, 
foreign satin, Sukgosa (silk made out of silk threads) and cotton and put them on 
modern dolls at this ex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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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하는 한국 민속인형 Korea

2020년 / Cotton, Silk / 24cm, 24cm, 24.5cm, 23cm, 24.5cm

디즈니 베이비돌 (모아나 / 백설공주) Disney babydoll

2020년 / Cotton / 40cm, 40cm

<디즈니베이비돌은 전시목적으로만 사용되었으며 착용하고 있는 한복은 한국색동박물관에서 제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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