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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한복 소매용 토시

요약

본 고안은 한복 저고리의 소매용 토시에 관한 것으로서, 자세하게는 한복 소매에 간편하게 고정하는 고정수단을 제공

하고, 폭이 넓은 한복 소매를 감싸도록 하여 작업시 소매가 오염되거나 닳게 되어 옷감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

복 소매용 토시에 관한 것이다.

전통한복의 고유미를 손상시키지 않고, 작업시 소매가 오염되거나 손상되는 것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소매가 손상되지 않으면서도 견고하게 토시를 고정할 수 있도록 양측단부가 개구되고, 소매형상으로 형

성한 몸체;와, 상기 몸체에 부착되고 타측이 소매 시접에 끼워지게 하여 토시가 소매에 간편하게 고정되게 하는 고정

수단인 걸고리;와, 소매 폭을 좁혀 활동성이 배가되도록 토시 몸체에 부착되는 벨크로로 구성된 토시를 제공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토시 몸체, 개구, 벨크로, 재봉선, 걸고리, 시접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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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은 본 고안 한복 소매용 토시의 사시도.

도2와 도3은 본 고안 한복 소매용 토시의 작동예시도

* 도면 중 주요부호에 대한 설명

10: 토시 몸체 11,12: 개구

13,14: 벨크로

15: 재봉선 16: 걸고리

20: 소매 21: 시접

고안의 상세한 설명

고안의 목적

고안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고안은 한복 저고리의 소매용 토시에 관한 것으로서, 자세하게는 한복 소매에 간편하게 고정하는 고정수단을 제공

하고, 폭이 넓은 한복 소매를 감싸도록 하여 작업시 소매가 오염되거나 닳게 되어 옷감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

복 소매용 토시에 관한 것이다.

전통한복은 우리나라 고유의복으로, 중국 당(唐)나라·명(明)나라·원(元)나 라의 관복과 한국 고유의 복식을 조화시

켜 발달해 온 의복이다. 한복은 유·고(袴)·상(裳)·포(袍)가 중심이 된다. 유는 저고리로서 웃옷을 말하며, 고는 바

지, 상은 치마, 포는 두루마기를 일컫는다. 예복과 평상복의 구별이 있으며, 성인용·어린이용·남녀별·계절별로 나

뉜다. 성인 남자의 평상복은 바지·저고리·조끼·마고자가 기본이며 외출할 때는 두루마기를 입는다. 예복으로는 

길례(吉禮)인 경우 두루마기를 입고 갓을 썼으며, 가례(嘉禮)에는 흉배가 있는 단령복(團領服)에 각대(脚帶)를 하고 

사모(紗帽)를 썼다. 제례에는 흰 도포나 두루마기를 입고 갓을 썼으며 상례에는 상복을 입었다. 성인 여자의 평상복은

저고리와 치마가 기본이며 여기에 마고자와 두루마기를 입는다. 예복으로는 소례복(小禮服)과 대례복(大禮服)이 있는

데, 소례복은 초록색 당의에 화관이나 족두리를 썼으며, 대례복은 다홍색 활옷에 화관을 쓰거나 초록색 원삼에 족두

리를 썼다.

이러한 한복은 직선과 곡선이 조화를 이루어 선이 매우 아름다우며 옷차림이 단정하고 우아하여 동양적 윤리가 깃든 

초연한 멋이 있다.

그러나, 한복은 소매 폭이 넓기 때문에 주방이나 가사 일 등 작업시 음식물 등으로 인해 소매가 오염되고 옷감이 손상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토시가 사용될 수 있는데, 토시는 전통토시와 개량토시가 있다.

전통토시는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지만 저고리 소매 형상과 비슷하게 한쪽 끝은 좁고 다른 끝은 넓게 되어 있으며, 

무명이나 비단, 모피 등 다양한 소재로 제작된다. 이같은 전통토시는 한복소매에 덧씌워짐으로써 작업시 소매가 오염

되는 것 을 방지할 수 있으나, 소매 폭이 넓기 때문에 활동성이 떨어져 작업시 불편한 단점이 있었다.

또한, 개량토시의 경우 일반적으로 원통형상으로 양측단부가 개구되어 있고, 착용한 상태에서 흘러내리지 않도록 상

기 양측단부에 밴드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개량토시는 소매에 덧씌워져 소매 폭을 좁아지게 하여 활동성을 부가하나, 토시 양측단부에 형성된 밴드와 폭

이 좁은 토시몸체에 의해 한복 소매가 구겨지게 되고, 한복 고유의 곡선미를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등 다소 문제점이 

있었다.

고안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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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안은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통한복의 고유미를 손상시키지 않고, 작업시 소매가 오염되거나 손상되는 것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소매가 손상되지 않으면서도 견고하게 토시를 고정할 수 있도록 양측단부가 개구되고, 소매형상으로 형

성한 몸체;와, 상기 몸체에 부착되고 타측이 소매 시접에 끼워지게 하여 토시가 소매에 간편하게 고정되게 하는 고정

수단인 걸고리;와, 소매 폭을 좁혀 활동성이 배가되도록 토시 몸체에 부착되는 벨크로로 구성된 토시를 제공한다.

고안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고안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한복 소매형상의 통형으로 형성되고 양측단부가 개구된 된 몸체(10);와,

토시 착용시 활동성이 배가되도록 상기 몸체(10) 일측면 각각에 부착된 암수 벨크로(13)(14);와,

일측이 재봉선(3)에 부착되고 타측이 소매(20)의 시접(21)에 끼워지는 방식으로 몸체를 소매에 고정되게 하는 걸고

리(21);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한복 소매용 토시.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고안의 실시 예를 설명한다.

도1은 본 고안 한복 소매용 토시의 실시 예를 나타내는 사시도면이다.

도1에 도시된 바와 같이, 토시 몸체(10) 형상은 한복 소매(20) 위에 덧씌울 수 있도록 양측단부가 개구되고 하부가 재

봉된 통형으로 하되, 한복고유의 소매(20)선을 살리도록 상부가 수평하고 하부가 곡선이며, 한쪽 끝은 좁고 다른 쪽 

끝은 넓게 이루어지는 한복 소매(20) 형상으로 제작한다.

상기 토시 몸체(10) 일측면에 벨크로(13)(14)(Velcro)(다르게는 매직테이프 또는 찍찍이라고 함) 암수(13)(14)가 각

각 부착되어 있다. 몸체(10)에 부착된 각각의 암수 벨크로(13)(14)가 서로 접착되면 소매(20)에 폭을 좁힐 수 있게 되

며, 이와 같이 속매(20) 폭을 접히는 방식으로 좁히기 때문에 소매(20)에 구김이 생기지 않게 된다.

한편, 토시몸체(10)가 소매(20)에 고정되도록 상기 몸체(10) 재봉선(3) 우단부측에 걸고리(21)가 부착되는데, 걸고리

(21)는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고리모양으로 일측부가 상기 몸체(10)의 재봉선(15) 우측 단부에 고정된다.

토시 착용후 토시몸체(10)가 소매(21)에서 흘러내리지 않도록 걸고리(21) 타측을 소매(20)의 시접(21)속으로 끼우는

방식으로 고정한다.

상기한 본 고안 토시는 재질의 제한은 없지만, 위생적인 면과 세탁 등 실용성을 위해 풀먹인 옥양목이나 면을 소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2와 도3은 본 고안 한복 소매용 토시의 착용 방법을 예시한 사용 예시도이다.

상기와 같이 형성된 본 고안 토시는 도2에서와 같이 소매(20)위에 착용한다.

소매(20)위에 토시를 착용한 후 도3에 도시된 바와 같이 토시 몸체(10)에 부착된 걸고리(21)의 타측부를 한복 소매(2

0)의 재봉선(3)인 시접(21)속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한복 소매(20)에 고정시켜 토시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한다. 이와 

같이 소매(20)의 시접(21)속에 걸고리(21)를 끼우게 되면, 시접(21)이 일정 두께를 가지고 있어 뾰족한 걸고리(21) 

단부가 한복소매(20)를 뚫고 나오지 않아 사용자가 걸고리(21)에 찔리거나 긁히지 않으며, 한복소매(20) 또한 고정수

단인 걸고리(21)에 의해서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게 된다.

또한, 활동성이 배가되도록, 상기와 같이 걸고리(21)를 소매(20)의 시접(21)속에 고정시킨 후 토시 몸체(10) 각각에 

형성된 벨크로(13)(14) 암수를 서로 부착시켜 토시 몸체(10)가 팔을 감싸게 되면 소매(20)가 단정하게 되고, 따라서 

가사일 등 작업시 소매(20)가 오염되거나 손상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게 된다.

고안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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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본 고안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전통 한복 고유의 미려한 소매선을 살리도록 디자인 된 본 고안 토시는 옷감을 상하지 않게 한복 소매에 용이하게 고

정할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하며,

토시에 부착된 벨크로를 이용하여 한복 소매를 감싸게 되어 작업시 소매가 오염되거나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

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한복 소매형상의 통형으로 형성되고 양측단부가 개구된 된 몸체(10);와,

토시 착용시 활동성이 배가되도록 상기 몸체(10) 일측면 각각에 부착된 암수 벨크로(13)(14);와,

일측이 재봉선(3)에 부착되고 타측이 소매(20)의 시접(21)에 끼워지는 방식으로 몸체를 소매에 고정되게 하는 걸고

리(21);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한복 소매용 토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토시 몸체(10)가 풀먹인 옥양목이나 면 소재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한복 소매용 토시.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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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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