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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분청사기 문양과 몬드리안 작품을 이용한 퓨전 직물디자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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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velopment of Fusion Textile Design by Using the Patterns 

Described in Buncheong Pottery and Mondrian’s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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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oday a new culture called fusion has been forming. And it is spreading at an alarming rate in our society.
When people talk about the character of Korean beauty and Korean culture, they speak taking pottery as an example. We
can speak that the pottery is a core of culture which represent our people. And I think its pattern can be a good material
for fusion. Also, among many Western artists, Mondrian is an unique painter who is to do with our culture. So, in this
study, I chose the patterns described in Buncheong pottery and the Mondrian’s works for the development of fusion tex-
tile design. Patterns expressed on Buncheong pottery are, for the most part, abstract patterns simplified the shape of
object. And the Mondrian’s works is the geometrical abstract painting be made by vertical and horizon. Using those I
intend to develop the fusion textile designs which mixed Oriental culture and Western culture. Also, I intended to sim-
ulate them on ties and clothes and present the possibility of culture merchandise development. The reasons for doing so
to let other peoples of the world, know about our excellent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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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대에 들어 퓨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가 생겨났으며 급

속도로 우리 사회에 퍼져가고 있다. 어떻게 보면 퓨전문화는 서

양 문화 일색으로 가는 기존 문화에 우리의 것도 함께 섞일

수 있는 변화를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 있다(김형진,

2003). 

우리 문화유물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도자기이다. 도자기는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그 어

느 문화유산보다 당대의 삶과 꿈이 담겨 있고 우리 민족의 미

의식과 문화 일반을 엿볼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인의 미의 특징,

문화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도자기를 예로 드는 경우가 많다.

우리의 도자기는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문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문양은 훌륭한 퓨전의 소재가 될 수 있을 것이

다(http://www.culture.com/dozagi/image/co.htm).

많은 서양 미술가들 중 몬드리안은 우리에게 그리 낯설지 않

은 화가이며 우리의 전통문화와도 연관성이 있는 유일한 작가

이다(김형진, 2003). 전통 조각보와 몬드리안의 추상화, 단청과

몬드리안의 추상 그리고 음양오행설에 기초한 전통 오방색과

몬드리안의 주요 작품들에서 접할 수 있는 적, 청, 황 그리고

백과 흑 등은 우리의 전통 문화와 몬드리안의 추상과의 유사함

을 잘 보여주는 자료들이다. 이와같이 우리의 전통문화와 서양

의 문화를 연결해 주는 몬드리안은 동·서양의 문화가 결합된

퓨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김형진, 2003).

고려청자는 그 성격이 귀족적이고 인위적인 경향을 가지면

서 우아한 장식의 요소뿐만 아니라 섬세하고 세련된 기법이 지

나친데 반하여 분청사기는 자연스럽고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나

타내고 있다. 분청사기의 문양은 대상의 사실 묘사를 떠나 기

하학적 요소만으로 구성된 비 대상 묘사의 추상문양이 많이 보

이지만 주류를 형성하는 것은 구체적인 자연물을 대상으로 하

여 변형을 이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전대의 도자 문양

과는 그 류를 달리 하는 것으로 분청사기만이 갖는 고유의 특

징이라고 할 수 있다(이병남, 1985). 

몬드리안의 작품은 자연주의 화풍에서 시작하여 전통적인 자

연 구성주의를 단계적으로 변형시켜 나가면서 형태와 공간을

단순화시킨 수직선과 수평선 그리고 색 면들로 구성된 기하학

적인 형태의 추상화를 창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청사기에 나타난 모란문, 연화문 등 자연

속에 존재하는 대상의 형태를 단순화한 추상성이 짙은 문양과

몬드리안의 수직·수평선의 순수 조형으로 단순화시킨 기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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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추상화를 문헌을 통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분청사기에 나타

난 형태를 단순하게 변형한 추상적인 문양과 모든 대상물을 순

수 조형으로 단순화시킨 몬드리안 작품의 수직·수평선 상 또

는 수직·수평선의 상호 교차에서 오는 네모난 면들을 혼합하

여 퓨전 직물디자인을 구성한다. 직물디자인은 컴퓨터 디자인

프로그램인 일러스트레이터 10.0을 이용한다. 그리고 개발한 퓨

전 직물디자인을 넥타이 및 의복 등에 시뮬레이션 하여 문화상

품의 개발 가능성을 제시한다. 세계인들에게 이미 친숙해 있는

몬드리안의 이미지와 한국 분청사기 문양을 혼합한 퓨전 디자

인을 개발함으로서 퓨전이라는 세계적인 추세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의 우수한 문화를 알리는데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분청사기의 추상문양

분청사기는 그릇 표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백토를 분장시킨

후 회유(灰釉)나 장석유(長石釉)를 발라서 구워낸 회황 또는 회

청사기를 일컫는다. 분청사기는 조선 전기의 매우 특색 있는 도

자기로서 고려 말기의 퇴락한 상감청자의 기법으로부터 출발한

다. 세종대에는 기법이 더욱 다양해지고 세조대에는 성숙기를

맞이하였다가 16세기 전반에 백자에 흡수되어 소멸되기 시작

한다. 16세기 중반 이후에는 그 생사가 거의 끝났다고 보아 대

략 발생으로부터 종말에 이르기 까지 약 200년간 생산된 우리

나라 도자기 중에는 가장 순박하고 민예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강경숙, 1984). 

고려청자가 왕족과 귀족을 위한 장식적, 귀족적 절제된 아름

다움을 표현한데 비하여 분청사기는 기능적이며 소박하고 활달

한 서민적 취향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다. 투박한 느낌을 주는

질감, 대담한 형태와 추상의 세계를 향한 장인의 의지 표현 등

은 분청사기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특징이다. 

분청사기는 분장과 무늬를 나타내는 기법에 따라서 표면을

선이나 면으로 판 후 백토나 자토를 감입해서 무늬를 나타내는

상감기법, 무늬를 도장으로 찍고 백토분장을 한 후 닦아내서 찍

힌 무늬가 희게 나타나는 인화기법, 분장 후 무늬 이외의 백토

를 긁어내 태토의 어두운 색과 분장된 백색을 대비시켜 무늬를

표현하는 박지기법, 분장 후 선으로 무늬를 새기는 조화기법,

분장 후 철분이 많은 안료로 무늬를 그리는 철화기법, 귀얄로

분장만 하는 귀얄기법, 그리고 백토 물에 담아 분장하는 덤벙

기법 등으로 분류한다(http://www.kaeri.re.kr/alph/madu/bunchung.

htm; 강경숙, 2002; 윤용이, 2002).

분청사기의 문양은 식물계로는 모란문·모란당초문·연화

문·연당초문 등을, 동물계로는 물고기문양을 가장 많이 사용

하였다. 식물문과 동물문의 형태는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보다

는 그 문양을 간결하게 단순화시키거나 반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이 많다. Table 1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분청사기에 표현된 모

란문은 대상의 충실한 사실 묘사를 떠나 실재 대상의 이미지만

을 표현한 채 왜곡되고 변형된 형태로 표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윤용이, 1996; 강경숙, 2002). 연화문은 그 변형과정에

있어서 모란당초문과 유사한 모티브를 가지고 있음에도 모란당

초문과 같은 과감한 변형은 찾아보기 어렵다(윤용이, 1996; 강

경숙, 2002; http://chang256.new21.net/board.php?db=515&no=

453; http://www.hoammuseum.org/exhibition/punchong). 또한

기하학적인 추상문양은 현대 추상미술을 능가할 만큼 짜임새

있는 선의 구성으로 신선한 현대 감각을 느끼게 한다(윤용이,

1996; 최순우, 2002; http://www.buncheong.net/exhibit/exhibit.

jsp?folder=index&menu=b&tail=01&tail2=03&seq=62&currentP

age=1; http://www.buncheon,net/exhibit.jsp?folder=index&menu=b

&tail=01&tail2=03&seq=37&currentPage=1;http://www.

buncheong.net/exhibit/exhibitjsp?folder=index&menu=b&tail2=

03&seq=40&currentPage=10). 

이상과 같이 분청사기의 문양은 각종 식물문, 동물문 등이

재구성, 변형된 반추상적인 문양과 대상의 재현을 떠난 현대추

상미술과 유사한 양상의 추상성 짙은 문양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 몬드리안의 작품

몬드리안의 초기 작품은 인상주의와 같은 자연주의 화풍에

서 시작하여 탈 인상주의와 야수파, 입체파를 거치면서 추상에

이르게 된다. Fig. 1~Fig. 4의 ‘나무’연작들에서도 알 수 있듯

이 하나의 대상이 추상화 되어 가는 과정을 잘 알 수 있다

(정무정, 2001; 김진식, 1996, http://www.arthistory.pe.kr). 

몬드리안의 1차적 추상단계로 간주하는 Fig. 5의 ‘작품 #1

(Tableau #1)’은 분석적 입체파의 영향을 받아 형체는 와해되고

화면은 기본적인 직선들로 채워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밝은 색

에 바탕을 둔 점으로 보아 종합적 입체파 시기의 꼴라쥬에서

시도된 색채에 영감을 받은 것으로 여겨진다(http://www.

        

Fig. 1. 붉은 나무. Fig. 2. 나무. Fig. 3. 회색나무. Fig. 4. 꽃이 핀 사과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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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분청사기에 나타난 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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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history.pe.kr). Fig. 6의 ‘구성 9, 푸른색 파사드’는 1914년

파리에서 그려진 작품으로 헐린 고층 건물의 노출된 내부 벽,

즉 유채색의 수직선과 직사각형들로 구성된 모티브를 묘사한

것이다(정무정, 2001). 몬드리안의 작품이 추상적으로 발전해

가는 과정의 분기점을 이루는 작품이다. 

‘구성 9, 푸른색 피사드’ 이후 소위 ‘플러스와 마이너스’ 회화

가 제작되었는데 Fig. 7의 ‘부두와 대양’이 그것이다(정무정,

2001). 1917년부터 몬드리안은 색 면들의 중복을 통한 공간의

변화에 몰두하여 Fig. 8 의 ‘색 B에 있어서의 구성’, Fig. 9의

‘색 면으로 이루어진 구성’등의 작품을 제작하였다(http://www.

arthistory.pe.kr).

1921년 이후 그의 작품들(Fig. 10, 11, 12, 13)은 수직선과

수평선 그리고 직사각형의 면을 결합시키고 있는데 그 전체 배

열에서 각 요소는 그 옆의 것과 조화를 이루며 역동적인 균형

을 이루고 있다(http://www.liberta.pe.kr/mon.html; http://www.

arthistory.pe.kr; http://namgane.cafe24.com/detail183.html). 

Fig. 14의 ‘브로드웨이 부기우기’는 몬드리안 말기의 최대 걸

작으로 꼽히는 작품으로 종전의 검은색 선 대신에 주조를 이루

는 노란 색 선이 빨강, 파랑, 회색과 엇갈려 작은 단위로 나뉘

어졌다. 다양한 수직과 수평선이 어울리며 리듬감을 주고 있다

(http://www.liberta.pe.kr/mon.html).

이상과 같이 몬드리안은 자연풍경과 사물들의 형상을 단계

적으로 변형시켜 나가면서 구성적 추상 작업을 만들었다. 즉 점

차적으로 외부세계의 자연적 형태에서 벗어나서 형태와 공간을

단순화시킨 검정색 수직·수평의 직선과 색 면을 메우는 기하

학적 형태의 추상화를 창조하였다.

 

3. 퓨전 직물디자인 개발
 

3.1. 디자인 개요

작품의 컨셉 및 용도 : 분청사기에 표현된 단순화 한 추상문

양들과 몬드리안 작품의 조화로운 수직·수평선 및 그 선들의

상호 효과에 의한 면 분할 및 배열을 이용하여 통일되고 세련

된 현대적 이미지를 부여한 퓨전 직물디자인을 개발한다. 그리

하여 넥타이, 스카프 및 의복 등의 섬유제품에 시뮬레이션 하

여 문화상품 개발에 활용하고자 한다. 

분청사기 문양 및 몬드리안 작품 선정 : 앞서 서술한 Table

1에 나타낸 분청사기 중, 분청자박지모란문편병, 분청사기철화

연꽃무늬병, 분청사기조화연화문편병 및 분청자선각문편병 등

에 표현된 문양을 선별하였다. 선별한 분청사기의 문양을 스캐

너로 입력시켜 저장한 후 그래픽 작업을 하여 만든 모티브를

주 문양으로 사용하였다. Table 2는 선별한 분청사기 및 그 문

양을 토대로 그래픽 작업한 모티브를 나타낸 것이다. 

  

Fig. 5. 작품 ＃1(Tableau ＃1). Fig. 6. 구성 9, 푸른색 파사드.

  

 
   

Fig. 7. 부두와 대양. Fig. 8. 색 B에 있어서의 구성. Fig. 9. 색 면으로 이루어진 구성.

     

Fig. 10. 적, 황, 청의 구성.Fig. 11. 적, 황, 청의 구성. Fig. 12. 마름모꼴 구성.   Fig. 13. 황적청과 흑. Fig. 14. 브로드웨이 부기우기.

   

     

Table 2. 분청사기 및 그 문양을 컴퓨터 그래픽 작업한 모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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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은 몬드리안의 작품 중, Fig. 7의 ‘부두와 대양’,

Fig. 8의 ‘색 B에 있어서의 구성’, Fig. 13의 ‘황적청과 흑’

및 Fig. 14의 ‘브로드웨이 부기우기’ 등을 선별하고 그것을 토

대로 그래픽 작업한 모티브를 나타낸 것이다. 

3.2. 작품 설명

분청사기의 모란 문양과 몬드리안의 ‘부두와 대양’: Fig. 15

의 작품 1은 분청자박지모란문편병에 표현된 강렬한 불꽃을 연

상케 하는 모란문과 몬드리안 작품의 ‘부두와 대양’을 혼합하

여 디자인한 것으로 스카프, 넥타이, 손수건 및 블라우스 등에

적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다. 수직, 수평선으로 처리한 몬드리안

작품의 ‘부두와 대양’을 배경으로 하고 그 위에 모란문양을 적

절하게 배치하되 크기와 방향에 변화를 주어 리듬감을 주었다.

배경에 사용한 색은 파랑색 계통의 후퇴색을, 모란 문양은 빨

강색 계통의 진출색을 사용하였다. 배경과 문양의 색상 차이에

의한 거리감으로 인하여 입체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분청사기의 연꽃 문양과 몬드리안의 ‘부두와 대양’: Fig. 16

의 작품 2는 분청사기조화연화문편병에 묘사된, 세부를 생략하

고 반추상화 시킨 연화문과 몬드리안 작품의 ‘부두와 대양’을

혼합하여 디자인한 것이다. 조화연화문편병의 분청사기에 표현

된 연화문을 몬드리안 작품의 수직, 수평선의 길이에 따라 그

크기와 방향을 조절하여 완성한 것이다. 연화문의 곡선으로 인

하여 우아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연화문에 사용된 색상은

세 가지 종류, 즉 노랑~주황, 주황~연두 그리고 빨강~적자색상

의 유사 색상을 사용하였으며 명도와 채도에 변화를 주었다. 배

경은 진한 청록색을 사용하여 문양을 돋보이게 표현하였다. 블

라우스, 셔츠, 원피스 및 스카프, 넥타이 등의 의류용품에 적용

할 수 있는 직물디자인이다. 

분청사기의 연꽃 문양과 몬드리안의 ‘브로드웨이 부기우기’:

Fig. 17의 작품 3은 분청사기조화연화문편병의 반추상적으로 간

략하게 묘사된 연화문과 몬드리안 작품의 ‘브로드웨이 부기우

기’를 혼합하여 디자인한 것이다. 연화문의 크기와 방향에 변

화를 주어 단조롭고 딱딱한 분위기를 벗어났다. 사용한 색상은

연화문의 경우, 채도가 낮은 청색계, 자색계, 녹색계의 색상을,

브로드웨이 부기우기의 경우는 작품과 동일한 색상을 사용하였

다. 전체적으로 클래식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분청사기의 연꽃 문양과 몬드리안의 ‘색 B에 있어서의 구성’:

Fig. 18의 작품 4 및 Fig. 19의 작품 5는 분청사기철화연화무

늬병에 간결하게 표현된 연꽃문과 몬드리안 작품의 ‘색 B에 있

어서의 구성’을 혼합하여 디자인한 것이다. 노랑, 빨강, 파랑 등

의 중복된 색 면들로 구성된 몬드리안의 작품을 배경으로 하여

그 색 면들 위에 연꽃 문양을 배치하여 완성하였다. Fig. 19의

Table 3. 몬드리안 작품과 컴퓨터 그래픽 작업한 모티브 

Fig. 15. 작품 1. 

Fig. 16. 작품 2. 

Fig. 17. 작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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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5는 Fig. 18의 작품 4에서 색 면들을 삭제하여 완성한

것으로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분청사기의 추상 문양과 몬드리안의 ‘황적청과 흑’: Fig. 20

의 작품 6 및 Fig. 21, Fig. 22의 작품 7과 작품 8은 분청자

선각선문편병의 추상적인 형태의 문양과 몬드리안 작품의 ‘황

적청과 흑’을 혼합하여 디자인한 것이다. Fig. 20의 작품 6은

스카프 용도로 디자인한 것이다. 색상은 노랑, 주황, 연두 등

유사 색상의 원색을 사용하여 경쾌하고 산뜻한 이미지를 표현

하였다. Fig. 21의 작품 7은 작품 6의 중앙 부분의 패턴을 모

티브로 하여 그것을 좌우상하에 배치한 것이며, Fig. 22의 작

품 8은 작품 6의 중앙 부분의 패턴과 그것을 180
o 

회전한 것

을 교대로 배치하여 완성한 것으로 넥타이 용도로 디자인한 것

Fig. 18. 작품 4. Fig. 19. 작품 5. 

Fig. 20. 작품 6. 
Fig. 21. 작품 7.

Fig. 22. 작품 8.

  

Fig. 23. 맵핑 1. Fig. 24. 맵핑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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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색상은 명도가 다른 청자색계를 사용하여 차분하면서도

지적인 이미지를 부여하였다. 

3.3. 직물디자인의 3D 맵핑에 의한 시뮬레이션

앞서 개발한 다양한 퓨전 직물디자인의 패턴들을 넥타이 및

의복 등에 3D 맵핑하여 Fig. 23~Fig. 33에 제시하였다. 맵핑

1과 맵핑 2는 작품 1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동적이면서 생

동감을 느낄 수 있다. 맵핑 3 및 맵핑 4는 작품 2를 시뮬레이

션 한 것으로 고급스럽고 우아한 멋이 살아난다. 작품 3을 시

뮬레이션 한 맵핑 5는 모던한 분위기를, 맵핑 6은 발랄하고 세

련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작품 4를 시뮬레이션 한 맵핑 7

은 차분한 느낌을, 작품 5를 시뮬레이션 한 맵핑 8 및 맵핑 9

는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느낌을 얻을 수 있다. 맵핑 10은 작품

6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정적이면서 단정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으며 맵핑 11은 작품 7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동적이

면서 지적인 느낌을 얻을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 분청사기에 추상적으로 표현된 문양과 몬드리

안의 추상화를 문헌을 통해 알아보고 그것들을 이용, 퓨전 직

물디자인을 개발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분청사기에 나타난 추상문양은 자연의 구체적인 대상을 사

실적으로 표현한 것보다는 그 문양을 간결하게 단순화시키거나

반추상적으로 표현한 것 그리고 재현과는 무관한 추상양식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2. 몬드리안 작품 역시 초기에는 자연주의 화풍에서 시작하

여 점점 형태와 공간을 단순화시킨 수직·수평선과 그것의 상

호 교차에서 오는 색 면으로 구성된 기하학적인 추상화로 나타

났다. 그리고 수직·수평선의 상호 교차에 의한 사각형들의 정

연한 분할에서 균형·통일의 비례미를 느낄 수 있었다. 

3. 분청사기의 단순화한 추상문양과 몬드리안 작품의 조화로

운 수직·수평선의 상호 효과에 의한 면 분할 및 배열을 이용

하여 작품1~작품8의 퓨전 직물디자인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개

발한 퓨전 직물디자인들을 3D 맵핑에 의하여 넥타이 및 의복

등의 상품에 시뮬레이션 하여 문화상품 개발 가능성을 제시하

였다.

이상과 같이 분청사기의 문양과 세계인들에게 이미 친숙해

있는 몬드리안의 이미지를 혼합하여 퓨전 직물디자인을 개발함

으로써 지금보다 더 많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조금이나마

        

Fig. 25. 맵핑 3. Fig. 26. 맵핑 4. Fig. 27. 맵핑.5 Fig. 28. 맵핑 6. 

    

     

Fig. 29. 맵핑 7. Fig. 30. 맵핑 8. Fig. 31. 맵핑 9. Fig. 32. 맵핑 10. Fig. 33. 맵핑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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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문화와 서양의 문화를 결합한 퓨전 디

자인을 개발하고 고부가가치 퓨전 제품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

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퓨전이라는 세계적인 추세를 바탕으

로 하여 우리의 문화를 지금보다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감사의 글 : 이 논문은 2005학년도 세명대학교 교내학술연

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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