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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생물자원을 이용한 천연염료의 개발 및 문화상품전개

-함평나비축제를 위한 관광기념품 개발에 관한 연구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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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earch on Development of Tourist Souvenirs for Hampyeong Butterfly Festiv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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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is to develop tourist souvenir which designed image of butterfly, the symbol of Hampyeong But-
terfly Festival, using natural dyeing product, the specialty of Namdo region. Results of market survey of tourist souvenirs
for Hampyeong Butterfly festival showed that souvenirs of butterfly design sold in market which were not discriminated
from that of general products and locality or characteristic of the region could not be exhibit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market survey, design of souvenirs of Hampyeong Butterfly Festival is as follows; Butterfly pattern of hinge and Dan-
gcho pattern are developed to graphic motive of modern sense with traditional beauty to make design which can be con-
sumed by modern consumers in their actual life and then proper pattern is planned by combining, repeating and
disassembling them. Such a pattern is applied to souvenirs like T-shirts, necktie and scarf to make tourists feel identity
and unification of the festival visually. In addition, design of souvenirs was made to be coordinated with casuals. Therefore,
visual factor could be extracted from Korean cultural heritages suitable to concept of local festivals and it is considered
that ways of commercialization and development of traditional pattern suitable to consumers’ demands can b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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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일반적으로 축제의 개념은 지역의 전통문화를 대상으로 지

역 정체성을 만들게 하기위한 것이며 또한 지역주민의 여가생

활의 확대와 소득증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1990년대 들어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민선자치단체장의 지역 홍보효과 기

대와 관광자원으로서 지역축제의 의미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장섭, 2002). 

요즈음 들어 문화의 경제적 부가가치가 강조되고 있는 점이

현대의 지역축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지역축

제에서 지역의 정체성을 가지며 지역주민이 경제적 소득을 얻

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지역의 관광 기념품이다. 그러나 이

러한 추세 속에 가장 큰 홍보효과를 가질 수 있는 관광기념품

에 대한 디자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지만 아직은 여러

가지가 부족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되었던 1000여개의

지역축제 중 전국의 유명관광지에서 팔렸던 관광 기념품의 경

우 전통적인 독창성의 결여, 지역적 재료의 차별화 등, 지역적

차별성을 이루고 있지 못하는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김명태·

조남주, 1999). 

즉 각 지역에서는 많은 관광기념품이 팔리고 있지만 지역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고유의 이미지를 살리고 있지 못하고 있으

며, 특산물 형태나 전승공예품을 제외하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일반 상품디자인들이 대부분이어서 관광객의 소비

심리 자극은 물론 지역의 이미지 홍보나 정체성을 살리는데 있

어서도 취약하다는 점이다. 대부분 지역축제의 관광기념품들이

현대적 시각에 맞지 않으며 그 지역의 정체성의 특징을 살리는

데 있어서 상품디자인 능력이 부족하며, 실생활에서 사용하기

에 많은 어색한 점이 있다. 

전남지역은 타 지역과 차별화되어 전국 최고의 청정지역이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전남도가 관광문화산업의 활성화

정책으로 천연염색 문화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도지역의 특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천연

염색 제품을 이용하여 올해로 8회를 맞았던 함평나비축제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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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함평나비축제의 상징인 나비의 이미지를 트랜드에 맞게

디자인 한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고자 한다. 

즉 천연염색소재의 관광 상품화를 통하여 우리 민족 고유의

자연 친화적인 이미지를 현대적인 트랜드의 문화 코드인 웰빙

의 감각으로 해석하여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고자 한다. 섬유소

재의 관광기념품은 우리의 실생활에서 밀접하게 소비 되어질

수 있는 상품 아이템인데 이 중 특히 T-shirts와 스카프, 넥타

이등의 패션 아이템은 일반 관광객들이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품이므로 더욱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2. 이론적 배경

2.1. 지역축제의 개념

지역의 축제는 그 지역을 대변하며, 다른 지역에서 찾을 수

없는 지역문화의 상징으로서 의의를 가진다. 그리고 그것의 프

로그램을 장식하는 것은 지역에서 전승된 풍물을 필두로 한 전

통문화의 요소가 주를 이룬다. 축제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새 우리말 큰사전」에서는 “축하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행

사를 이르는 말”(신기철·신용철, 1984) 또는 “축하의 제전, 축

하와 제사”(이희승, 1988)라고 되어 있으며, 새로 만들어지는

집단 놀이적 성격을 갖춘 것이면 ‘--축제’식으로 지칭되는 것

이 보편화되어 있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통용되는 축제의 개념은 ‘특정한 축제조

직에 의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년 중의 일정한 시점에

짧게는 하루 길게는 일주일 동안 특정한 의례행위와 여러가지

오락, 놀이, 문화·예술, 체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 행사’를 말

하며, 여기에는 대학축제, 거리축제, 지역축제(과거 향토축제 포

함)등이 있다(이장섭, 2002). 1990년대 들어 지방자치제가 시행

되면서 민선자치단체장의 지역 홍보효과 기대와 관광자원으로

서 지역축제의 의의가 부가되었다. 특히 최근의 개념은 문화의

경제적 부가가치가 강조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관광자원화,

내외적으로 지역주민의 통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축제의 특징들은 축제기획 전

문 집단에 의해서 행해지며, 몇몇 지방자치단체의 축제행사는

국제적 행사로서 양적 확대를 지향하는 풍조로 발전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지역축제는 이를 바탕으로 나아가 관광기념

품이 축제의 이미지 홍보와 지역민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으

며,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2.2. 관광기념품

기념품이란 용어를 영어에서는 ‘gift’ 또는 ‘souvenir’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gift’는 광범위한 선물을 뜻하므로, 기념품은

‘gift’보다는 ‘souvenir’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허갑중, 2001).

국내에서 문화관광부는 “한국 고유의 전통성을 지닌 공예품과

일상용품 등 관광객이 방문지에서 구입 또는 취득할 수 있는

모든 상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안종윤(1985)은 “상품이건 사

진이건 간에 지나간 여행을 회상하도록 하는 물건”이라고 정

의하고 있다. 

관광기념품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지만 대체로 ‘강한 상

징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눈에 보이는 관광경험의 증거이며 진

정함을 찾을 수 있는 것’(Boyton, 1986; Gordon, 1986;

Littrell, 1990)이라고 정의되고 있다(고호석·강인원, 2002).

Claudine(1990)는 ‘관광지를 기념하기 위하여 여행 중에 구입

한 것’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적 의미의 관광기념품은 종래에 관광객이 구입하

는 토산품, 특산품, 공예품 그리고 민예품 뿐만 한정할 것이 아

니라 현대의 다원화 된 상품이나 마케팅 방법에 따라 일반 공

산품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관광지의 문화와 전통을 상징하

고 관광지에서 추억을 상기시켜줄 수 있는 것으로서, 관광객이

취득 가능한 상품으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오늘날에는 전문점, 쇼핑센터, 면세점, 직판장, 특산물 매

장 등의 다양한 유통형태를 띠고 있으며 전통적 공예품과 현대

적 공산품을 함께 소개하거나 단일 품목만 취급하는 전문점이

늘어나는 등 기념품 판매의 복잡성과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다

(허갑중, 1999). 

즉, 현대인들의 관광성향과 패턴의 변화와 일상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 할 때 관광기념품의 의미는 보다 광

의로 해석되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개발되어지는 관광기념

품은 그 지역의 문화적 배경과 그에따른 상징의 시각적 아이덴

티티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관광객이 일

상생활로 돌아갔을 때 방문했던 그 지역의 문화적 경험과 상징

을 떠올릴 수 있으며 이를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의

매개체로서 소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3.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지역축제(함평나비축제)의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기 위해 Fig. 1의 5단계로 진행되었다. 

Fig. 1. 관광기념품 디자인 개발을 위한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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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시장조사 및 트랜드 조사

함평축제를 중심으로 축제의 성격과 함평군의 자체 브랜드

인 ‘나르다’에서 팔고 있는 관광기념품을 시장조사하여 현황과

문제점 등을 조사 정리하였다.

3.2. 디자인 개발방향 설정

축제의 상징인 나비문양을 ‘나르다’ 브랜드의 기본 디자인

컨셉인 고유의 전통문화를 접목, 전통미와 현대미가 조화를 이

뤄 동·서양인이 동시에 공감할 수 있는 디자인 상품방향과 같

은 방향으로 설정한다. 디자인 개발을 위해 한국 전통문양에 대

한 문헌조사와 자료 수집을 하여 디자인개발의 기초자료로 사

용하였다.

3.3. 모티브설정 및 디자인 전개

수집된 기초자료를 토대로 여러종류의 전통문양 중에 나비

문양과 기하학 문양이 믹스된 것을 모티브로 설정하였다. 설정

된 모티브를 가지고 디자인을 위한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인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 양식에 기초하며 현대적 감각을 위해 컴

퓨터 그래픽 프로그램인 Adobe photoshop7.0, Adobe

Illustrator9.0를 이용하여 한국적이면서 현대적인 감각을 접목시

킨 디자인으로 패턴과 색을 구성하였다. 각 아이템별(티셔츠,

넥타이, 스카프)로 표현되는 디자인은 모티브를 완전 디자인

(complete design)과 전체면(all over printing)으로 개발 실행하

여, 기념품들의 상품기획 구성에 있어서도 서로 통일성과 실용

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3.4. 소재개발 및 시제품제작

사용되는 소재는 티셔츠는 면 100%, 스카프와 넥타이는 실

크 100%를 사용하였다. 천연염색은 자색고구마 양을 80 g/l 로

하여 60
o

C에서 60분간 추출한 다음, 이를 염액으로 하여 욕비

1:100, pH4에서 60
o

C에서 60분간 행하였다. 또한 염색 후 매

염제로 Fe, Sn, Al을 사용 욕비 1:100, 60
o

C에서 30분간 후

매염 처리하여 회색계열, 자색계열 및 분홍색계열 시제품을 제

작 하였다.

그리고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구성된 패턴을 천연염색

한 원단에 실크스크린을 하는 기법을 사용하였다. 패션소품디

자인(티셔츠, 넥타이, 스카프)은 전통적인 정서를 담으며, 현대

적인 이미지를 갖도록 하고 또한 실생활에서 실용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디자인 하였다. 

4. 상품디자인 전개

4.1. 함평나비축제와 나르다 브랜드의 상품 현황

함평나비축제 : 10만평의 유채꽃과 24만평의 자운영꽃을 배

경으로 전국유일하게 나비를 주제로 펼쳐지는 함평나비대축제

는 1998년 시작되었다. 생태문화의 메카라는 지역 이미지와 청

정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문화·예술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지

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체험하고 즐기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생산적인 축제를 목표로 한다. 따라서 최근 관광의 취

약지에서 생태체험 관광지로 급부상하게 되었다(이재민, 2003).

함평군은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UN

과 UNESCO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공동으로 환경교육을 위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웰빙열풍과 환경관

련 산업, 친환경농업식품에 주목하는 등 생태환경에 대한 국제

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

으로 세계유일의 곤충 엑스포인 2008 함평 세계나비·곤충엑

스포의 개최계획 또한 추진 중이다. 매년 ‘함평으로 나비 보러

오세요!’라는 주제로 나비와 꽃, 살아있는 곤충을 소재로 한 자

연과 함께하는 새로운 개념의 친환경의 성격을 가지고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축제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친환경의 생태를

체험하면서 배우고, 즐기고, 느낄 수 있는 한적한 농촌의 어메

니티가 가미된 내용을 가지고 있다(전라남도 함평군, 2005). 함

평군은 축제를 통해 이지역이 환경적으로 청정지역이라는 지역

적 이미지와 지역민의 정체성을 나타내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

의 관광자원을 지역경제에 효과적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되고자 하고 있다.

나르다 브랜드 : 함평나비대축제를 통해 ‘나비의 고장’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은 함평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나

비가 사는 모습을 형상화 한 자체 브랜드인 ‘Nareda-나르다’를

개발, 그에 따른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기본 디자인 컨셉은 세

계적인 안목에서 우리 고유 전통문화를 접목, 전통미와 현대미

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동·서양인이 동시에 공감할 수 있

는 디자인 상품으로 제작하였으며, 실용성을 강조하는 것을 기

본 방침으로 정하고 있다.

함평의 ‘나르다’ 상품은 국가공인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이면

서 국빈 선물용 의전상품 제조업체인 누브티스사를 비롯하여

국·내외 유명 디자이너에 의해 개발된 제품으로 함평군을 방

문하는 관광객은 물론 각종기념행사시 기념품 및 외국 손님들

을 위한 선물도 기획하고 있다. 

Fig. 2. 나르다 패션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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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이 나르다 브랜드를 팔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인

‘Inabishop’의 상품 카테고리를 살펴보면 환경농축산물, 공산품,

나르다 상품 군이 있다. 나르다 상품군은 다시 ‘패션/소품’,

‘의류’, ‘가방/핸드백’, ‘우산/양산’, ‘주방용품’, ‘보석류/시계’등

으로 나뉘어지며 패션 소품 종류에는 현재 넥타이와 스카프 그

리고 선염과 후염의 형태로 한 스타일 당3~4가지 종류가 있었

으며, 의류 군에서는 T셔츠와 셔츠 잠옷, 앞치마 등 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Fig. 2). 

Fig. 3은 천연염색제품의 패션 소품류 이었으나 축제의 상징

인 나비와는 동 떨어진 디자인이었다. 나르다 브랜드의 특징이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함평군 내에 나르다 브랜드를

전문적으로 디자인 기획 하는 전문 부서가 따로 있지 않았으며,

각 납품업체로부터 디자인 및 상품을 제공받는 OEM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함평군은 각자회사가 만든 일반적 나비무늬가 들어

간 상품들 중 반응이 있을 만한 제품들을 위주로 브랜드를 구

성하다보니 통일성을 갖춘 브랜드라고 하기 보다는 일반상품의

나비무늬가 들어간 종합 상품기획 구성이 되었고 브랜드의 캐

릭터를 나타내기에는 미비한 점이 많았다. 즉 관광객들이 쇼핑

과 관련하여 제기하고 있는 가장 큰 불만사항 중 하나인 관광

기념품이 그 지역의 지역성을 나타내거나 고유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과 나르다의 컨셉에서 추구하는 우리 고

유 전통문화를 접목, 전통미와 현대미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국내·외관광객이 동시에 공감할 수 있는 디자인 상품기획과

는 거리가 먼 경향이 있었다. 

현재 나르다는 전국의 판매점은 함평군청내의 매장을 포함

13개 장소를 가지고 있으며, 인터넷 쇼핑몰인 ‘www.inabishop.

com’을 운영하고 있다. 인나비숍에서는 한정적인 상품을 팔고

있었으나 각 판매장에서는 훨씬 많고 다양한 종류를 팔고 있었

다. 2000년도 나르다 상품의 종류가 250여 가지에 이른 적도

있으나 현재는 패션 소품류는 활성화 되었다고 하기에는 미비

한 점이 많았다. 이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은 나비캐릭터

가 그려진 티셔츠류(Fig. 4)와 넥타이, 스카프 등이었으며 가방

류도 인기상품으로 예상했었으나 디자인이 일반 가방류와 비슷

한 가방류는 반응이 좋지 못했다. 특히 티셔츠류는 축제행사기

간에 넥타이 스카프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꾸준히 반응을 보

이고 있는 상품으로 조사되었다.

4.2. 디자인의도 및 계획

개발되어지는 관광 기념품은 관광지의 문화와 전통을 상징

하고 관광지에서 추억을 상기시켜줄 수 있는 공산품이며 실생

활에서도 소비가 가능하도록 하며 나르다의 기본 컨셉인 우리

고유 전통문화를 접목 전통미와 현대미가 어울릴 수 있도록 하

였다. 

4.3.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Photoshop, Illustrator)활용에

의한 패턴 디자인

모티브 설정 : 나비문양 - 나비는 한자음 접(蝶)이 늙은이

질(절)자와 비슷하여 장수를 의미하거나 전통적으로 나비문양

의 의미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즐거움과 행복, 그리고 자유연애

와 미호(美好)의 상징으로여겼다. 동양에서는 장자(莊子)의 ‘호

접몽(胡蝶夢)’에서 연유하여 남녀화합의 상징(임영주, 2004)으

로 여기며, 특히 나비는 기쁨의 상징이고, 여름을 상징하며 부

부금슬이 좋음을 상징하여 이불깃이나 보자기, 혼례의상, 대례

복 문양으로 다양하게 쓰여 졌으며 여성용품이나 안방의 병풍

그림, 가구 등에 흔히 장식되고 도자기에 그려졌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사용하는 공 간에 나비장식이 많이 등

장 하는데, 특히 일상생활에서 쓰여 진 옷장의 문갑의 돌쩌귀

처럼 문짝을 다는 데 쓰는 장식인 경첩에 나비문양(Fig. 5)이

많이 나타난다. 이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이미지를 유

지하면서 그래픽적이며 사실적 형태의 문양으로 발전시키기 위

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새로운 조형적 이미지의 기본

모티브를 추출하였다(Fig. 6). 개발된 나비모티브의 정면 모습

을 시리즈로 사용하기 위해 나는 모습을 여러 각도의 측면에서

새로이 추출하였다(Fig. 7, 8). 

당초문 - 당초문은 식물의 모양을 넝쿨형태로 디자인한 장식

무늬로서 원래는 당풍(唐風), 또는 이국풍(異國風)의 넝쿨이라

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당초문의 형식은 고대 이집트에서 발

생하여 그리스에서 완성되었다(국립중앙박물관, 1998). 그후 그

형식은 여러지역에서 독특한 형식으로 발전 및 변천을 보게 된

다. 당초무늬는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 양식을 달리하는데, 이

러한 양식이 유라시아내륙지방에 널리 퍼져 중국 전국시대 미

술 등에 영향을 미치었고 우리나라의 고대 장식미술에서도 채

용되었다. 그 결과 고구려의 고분 벽화뿐만 아니라 각종의 금

공장신구, 마구, 금속용기 등의 문양에 크게 성행하여 인동문,

괴운문, 팔메트 형태의 당초형식으로 나타났다(Fig. 9). 본 연구

에서는 위의 당초문을 꽃과 잎의 형태를 분리하여 다시 하나의

   

Fig. 3. 인나비숍에

서 팔고 있는 

천연 염색가방.

Fig. 4. 인나비숍에서

팔고 있는 남성용 

티셔츠.

Fig. 5. 나비문양의 

경첩. www.culturekr.

com.

   

   

Fig. 6. 경첩의 나비 

모티브 정면.

Fig. 7. 그래픽 나비 

모티브 측면 I.

Fig. 8. 그래픽 나비 

모티브 측면 II

   



 유용생물자원을 이용한 천연염료의 개발 및 문화상품전개 669

가지형태로 재 결합시켜 그래픽 적으로 재구성하였다(Fig. 10).

 설정된 모티브의 패턴 디자인기획 : 설정된 모티브를 현대

적인 관점으로 해석하고 관광기념품의 각 아이템에 적합한 조

형요소를 확정하였다. 관광 기념품의 아이템 디자인의 기본방

향은 개발된 나비 모티브와 당초문을 조합하거나 각기 반복시

킴으로써 전체적으로 조화와 통일성을 이루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해 Adobe Photoshop을 이용하였다. 

4.4. 시제품제작: 관광기념품 디자인 개발

개발되어진 Fig. 6, Fig. 7, Fig. 8, Fig. 10을 이용하여 각

관광 기념품의 아이템에 적용하여 시제품을 제작 하였다. 

티셔츠 : 가장 손쉽게 구입되어지는 관광기념품인 티셔츠의

실루엣은 여성용과 남성용으로 각각 구분하여 디자인 하였고

소재는 면100% 이면서 30수를 선택하였다. 원단 소재의 천연

염색은 자색 고구마 추출 염액을 이용하여 염색 후, Fe로 후염

처리하여 회색 바탕으로 염색하였다. 프린트 방법은 실크스크

린의 오버 프린팅 기법으로 완성하였다. 프린트가 되는 칼라는

바닥 색이 회색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사 색 대비

를 위해 밤색과 노랑을 그리고 자색을 각각 선택하였다. 

여성용은 이미 개발된 나비 모티브 정면의 모습(Fig. 6)을 직

렬로 나열한 다음 3개의 크기를 차례대로 축소 시켜 단순하면

서도 축제의 상징성을 강하게 나타나도록 하였다(Fig. 11). 칼

라는 티셔츠 바탕의 회색 위에 유사색 대비를 보여주도록 노랑

색과 밤색 칼라를 선택해 서로의 칼라가 믹스되어 어둡고 밝은

대비가 나타나도록 하였으며, 스타일은 실루엣에 유행을 반영

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몸에 피트 되게 디자인 하였다(Fig. 12).

다른 스타일은 일반적인 기념티셔츠의 기본형인 T자형에 가슴

의 모티브는 당초무늬의 가지 위에 나비가 노니는 모습을 나타

내기 위해 각기 여러 각도로 개발된 나비문양과 개발된 당초무

늬의 모티브를 합성시켰다. 그리고 이를 그래픽 적으로 정리하

였다(Fig. 13). 시 제작을 하기 위해 칼라는 자색을 선택하였다.

이의 칼라는 여성적이면서, 모티브에서는 전통적이면서 현대적

인 느낌이 나도록 하였다(Fig. 14). 

남성용은 남성용 디자인으로 이용하기 위한 패턴 기획은 텍

스타일의 연속 기본문양이라 할 수 있는 사방무늬를 만들기 위

해 나비의 정면 문양을 가로로 하프 드롭 시켜 계속 연결 시

켰다. 이를 다시 우아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 반곡 즉

S자형 무늬 또는 양파 모양의 무늬인 오지(ogee) 패턴(이정주

외, 2000)과 결합시켰다(Fig. 15). 남성용 티셔츠의 스타일은 일

반적 기념티셔츠의 형태인 T자형태의 실루엣에 가슴에 원 포

인트 방식으로, 칼라는 노랑과 밤색의 색 대비를 보여주는 것

으로서 Fig. 11과 같은 형식을 취하였다. 이를 가슴 중앙에 직

   

Fig. 9. 청화백자 

연꽃당초무늬주

병(임영주, 2004).

Fig. 10. 당초무늬 그래픽

모티브.

Fig. 11. 여성용 

그래픽 티셔츠

모티브 I.

   

    

Fig. 12. 여성용 티셔츠 I. Fig. 13. 여성용 그래픽 티셔츠 

모티브 II.

Fig. 14. 여성용 티셔츠 II. Fig. 15. 남성용 그래픽 연속무늬

모티브.

    

Fig. 16. 남성용 티셔츠 I. Fig. 17. 남성용 티셔츠 II. Fig. 18. 나비 넥타이. Fig. 19. 나비 스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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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형 형태로 프린트한 것(Fig. 16)과 같은 연속무늬를 칼라와

형태에서 변형을 준 또 다른 스타일(Fig. 17)을 제작하였다. 이

는 요즈음 남성복에서 유행인 영국풍의 트래디셔날 이미지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일상생활에서도 일반 캐쥬얼과 무

리 없이 코디네이션 되도록 개발 된 것이다.

넥타이 : 앞에서 개발된 사방 연속무늬(Fig. 15)를 원단 전면

에 실크 스크린으로 오버 프린팅 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남성

용 넥타이를 제작하였다. 원단은 실크 100%에 자색 고구마에

서 추출한 염액을 이용, 염색한 다음 Sn으로 후 매염 처리 하

여 자색을 얻었다. 모티브는 티셔츠에 이용한 모티브를 사방 전

면으로 확대하여 적용시켰으며 칼라는 원단의 자색 보다 짙은

자색계열을 선택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의 전통적이며 절제된

남성적인 통일된 분위기를 만들어 일반 정장에도 코디네이션

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Fig. 18).

스카프 : 스카프의 실크 100% 원단은 자색 고구마 추출 염

액에 Al으로 후매염 처리 하여 얻어진 분홍색으로 하였다. 모

티브는 여성의 티셔츠에서 보여준 당초무늬와 나비의 조합과

같은 구성이지만 좀 더 풍성하게 보일 수 있도록 나비와 당초

무늬의 가지를 더욱 많이 배치하였다. 전체적인 크기는 스카프

의 끝부분을 장식하기 위해 좀 더 직사각형의 형태를 취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를 다시 서로 마주보게 반복한 모티브를 개

발(Fig. 19)하여 스카프의 양쪽 끝을 동일하게 장식. 칼라는 원

단의 분홍색 보다 어두운 계열을 선택해 유사 색 대비효과를

유도 전통적이며 여성스러운 스카프이미지를 나타내도록 디자

인 하였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올해로 8회를 맞았던 함평나비축제를 대상으

로 천연염색 제품으로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기 위해 함평의 축

제와 관련된 나르다 브랜드의 패션 소품 종류를 시장조사 하였

으며 이에따라 관광기념품을 개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시장조사를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함평군이 전국 지

방자치단체 최초로 나비가 사는 모습을 형상화 한 자체 브랜드

‘Nareda-나르다’를 개발 나르다의 컨셉에서 추구하는 우리 고

유 전통문화를 접목, 전통미와 현대미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국내·외관광객이 동시에 공감하며 실용성을 강조하는 디자인

상품을 기본 컨셉으로 가지고 있었으나 나르다 브랜드의 전문

적 인식 부족으로 축제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나비 모티브에 관

련된 디자인의 기념품등이 일반상품의 나비 디자인과 차별화되

지 못하였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관광객들이 일반적으로 가지

는, 지역의 지역성을 나타내거나 고유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

다는 문제점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다. 위와 같은 시장조사의

결론에 따라 함평나비축제의 기념품을 개발한 디자인은 다음과

같다. 

먼저 관광기념품의 소재를 염색해야 되는 천연염색 재료는

자색 고구마를 이용 추출, 이를 염액으로 하여 매염제 Fe, Sn,

Al을 사용해 회색계열, 자색계열, 분홍색계열의 칼라를 얻었다.

이를 이용하여 면 100%와 실크 100%에 적용, 원단을 시 제

작 하였다. 관광 기념품에 사용할 상징적인 모티브는, 나르다

컨셉과 일치하는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해 우리고유의 경첩에서

보여 지는, 나비문양과 전통의 당초무늬를 컴퓨터 그래픽 모드

를 이용하여 개발하였다. 개발된 모티브를 완전디자인과 전체

면의 모티브로 만들어 이를 여성용과 남성용 패턴으로 각각 구

분하였으며, 여성용은 당초무늬가지위에서 날아다니는 나비들

의 모습의 모티브를 기획하였다. 남성용 모티브는 나비의 사방

연속 무늬를 만들기 위해 나비의 정면 무늬를 하프드롭 시켜

연속무늬를 만들어 이를 다시 오지 패턴과 결합시켜 요즈음 유

행하는 전통적인 문양으로 개발하여 관광 기념품용의 적합한

패턴기획을 하였다. 이를 아이템인 티셔츠 넥타이 스카프에 각

각 적용 관광 기념품을 시 제작 하였다. 

전통적 모티브를 조합 반복시켜 관광기념품을 시리즈로 만

듦으로서 전체적 아이템에 축제의 아이덴티티와 통일감을 시각

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였고 칼라에서도 원단의 천연염색과

어울릴 수 있도록 유사와 대조의 콤비네이션을 사용함으로써

일반 일상복과도 코디네이션 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는 우리나라의 지역축제의 컨셉에 맞게 우리

나라 문화유산 속에서 시각적 요소를 추출하고 그 요소가 지닌

의미 혹은 시각적 이미지가 전도되지 않으면서 현대적 감각에

맞게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결과물은 천연염색과

우리의 전통 문양이 소비자의 욕구와 취향에 맞을 수 있으며

상업화와 개발방향을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이러한 천연염색의 관광기념품은 현재의 관광 기념품과 차별화

시키고 염직물의 고부가가치 상품개발과 지역농업인 들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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