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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대 암각화를 응용한 스카프 디자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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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rf Design with Application of the Pangudae Petrogly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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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races of ancestors in the era without letters can be found in their legacies and remains such as stone imple-
ment, earthenware, dwelling sites, etc. Petroglyph among them reflects their life and spirits as like an epic so that we
can be with them through petroglyph. petroglyph is a common culture of mankind, which has been found in various places
over the world. The infinite value of traditional culture has a great impact as much as it is unnecessary to more discuss
about it. When a culture of a country is reproduced as a world-class product, the country can have visible profits as well
as positive effects on diverse fields. The Pangudae petroglyph in Ulsan, consistion of fishery and huntihg religiong, is one
of the greatest cultural legacies of the local own uniqueness, and a source and thesaurus of design development. Despite
limited tools and unskilled tact, the Pangudae petroglyph Carving shows a strong vital power, which does not change by
time, of a whale or a man with various methods such as line and face carving, embossed carving, etc. under a desperate
and unconditional purpose, the survival. Thus, the study tries to suggest scarf designs that applies such beauty in fashion
design by using the formative beauty caused by natural abrasion through the time, and the feel of lines and stony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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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통문화가 가진 무한한 가치는 더 이상 논할 수 없을 만큼

그 영향력이 크며 자국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상품으

로 재탄생 될 경우 눈에 보이는 이익뿐만 아니라 여러 영역에

까지 파급되는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발휘

한다. 특히 그 문화유산이 세계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공통문화

라는 보편성을 바탕으로 지역고유성을 가질 때 그 가치는 더욱

커진다.

암각화는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인류 공통의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울산 반구대 암각화는 이 지역 특유의 고유성을 가진

위대한 문화유산이다. 대부분의 암각화 유적들이 발견과 보고

에 관련된 논문1~2편의 발표를 끝으로 세인의 관심에서 멀어

지고, 전문가의 연구대상으로만 남는 데에 비해 반구대 암각화

의 유적은 30여년 동안 일반인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들의 관심과 접근의 대상이 되고 있다(http://home.ulsan.ac.kr/

~history/sahak/junhota10-1.hwp).

그러나 이처럼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대상이 고고학적, 문화

학적으로 편중되어 있으며(황수영·문명대, 1984; 황용훈, 1987;

정동찬, 1996; 임세권, 2000; 장명수, 2001; 김원룡, 2001) 반

구대 암각화가 가진 무한한 조형성을 디자인적인 측면으로 활

용한 논문은 부족한 상태이다. 

반구대 암각화의 문양은 인간의 축적된 정서를 형상화하여

양식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존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였던 시대에 제작되어, 제한된 도구와 미숙한 솜씨

에도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생명력은 문명세계의 미술양

식과는 다른 새로운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돌이라는 재료에서 나타나는 질감, 선의 느낌, 역사에

의한 자연스러운 마모에 의한 형태미와 육지동물과 바다동물이

함께 어울러있어 반구대 암각화의 여러 문양은 다른 선사시대

한국의 암각화 문양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와 그물을 덮어 쓴 고래가 함께 있

는데 국립 수산과학원 김장근 박사에 의하면 유럽에서 작살로

고래를 잡기 시작 한 것이 10세기 후반, 일본에서 그물로 고래

잡이를 시작한 것이 12세기 가마쿠라시대였다. 반구대 암각화

는 원시포경의 단계를 넘어 당대 포경의 하이테크를 보여주는

것으로 전 세계 고래잡이의 시작이 울산 앞바다였음을 말해준

다(http//iwc.ulsan.go.kr/kor/news-board).

따라서 순수한 생명의 힘과 직설적인 표현성을 스카프디자

인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조형성의 변화를 추구하여 패션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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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성표출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아이템으로 자리 잡는 디

자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현대사회의 세계화 추세와 동질

화 경향 속에서 보다 독특하고 다양한 문화의 창출을 위해서는

스카프 디자인뿐만 아니라 암각화의 문양들은 다양한 문화상품

의 소재로 활용하여 세계인의 기호에 맞는 상품으로 재개발 될

수 있는 충분한 가치를 가진 문화유산이다. 이에 본 연구를 통

하여 암각화 문양을 바탕으로 디자인적 가치를 찾아 한국 문화

의 우수함을 알리는 계기가 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반구대 암각화의 조형적 특징 

암각화의 개요 : 선사미술의 귀중한 자료중 하나인 암각화는

바위에 어떤 형상을 묘사하는 것으로, 안료를 이용하여 바위 면

에 그리는 것(painting)과 도구를 이용하여 바위 면에 새기는

방법(carving) 즉 그림법과 새김법으로 분류한다. 암각화란 바

위표면을 쪼아내거나 갈아 파거나 그어서 어떤 형상을 새겨놓

은 것을 말하며, 바위 표면에 물감을 이용하여 그린 것은 유럽

의 알타미라 동굴벽화나 라스코 동굴벽화 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이처럼 물감을 이용하여 그린 그림을 암각화(岩刻畵)

와 구분하여 암채화(岩彩畵)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되기도 하고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한국의 암각화는 순수하게 새김법으로만 이

루어져 있다(이종철, 2001; 이기우, 2004). 이 새김법은 그림의

윤곽을 새긴 후 내부를 고르게 쪼거나, 긁어내어서 형상을 드

러내는 면 새김방법과, 윤곽선만을 혹은 윤곽과 내부의 특징적

무늬나 표현 등을 선 또는 점으로 드러나도록 묘사한 선 새김

방법이 있다. 이 기법들은 한 개의 그림에 하나의 기법만이 사

용된 것이 아니라 그림에 따라 혼용되어 표현되어있다. 

암각화는 세계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어 전 세계에 공

통적으로 남아있는 유물이며 한국의 암각화는 경북지역, 경남

남해, 울산광역시 울주군 그리고 전북 남원 등에 분포되어 있

으나 대부분 경북지방으로 밀집되어 있다. 제작 시기는 대체로

구석기에서 철기시대에 걸쳐 시기에 따라 사용도구를 달리하여

일상의 풍경을 기호화하여 표현하였다(황용훈, 1987). 

반구대 암각화 : 우리나라에서 암각화의 존재가 알려진 것은

1971년 동국대학교 불적조사단에 의하여 처음으로 발견된 이

후 지금까지 국내암각화연구는 여러 차례에 걸쳐 암각화 조사

가 이루어 졌으며 1995년 국보 제285호로 우리 학계에 암각화

라는 연구 분야를 새롭게 한 대표적인 선사 미술로 태화강의

지류인 대곡천의 암벽에 있다. 

200여 점이 넘는 사람과 짐승. 각종 생활 장면이 표현되어

있으며, 그림이 새겨진 바위면은 북쪽을 향하고 있어 낯에는 거

의 해가 들지 않는다. 그러나 여름철이면 해가 뜬 직후 햇빛이

동쪽으로부터 비스듬하게 비추어 바위면에 새겨진 그림들을 선

명하게 부각시킨다. 암각화는 너비 6.5 미터 높이 3미터 가량

의 바위면에 집중적으로 새겨져 있으며, 좌우의 크고 작은 바

위 면에도 표현되어 있다. 현재까지 20여 미터의 거리에서 암

각화가 새겨진 10여 개의 면에 200여 점 이상의 그림이 확인

되며 이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사례이다.

반구대암각화에서 다루는 소재는 주로 동물이며(http://

www.ulju,ulsan.kr./bangudae), 그 밖에 인물상과 배 사냥이나

수렵용구, 그리고 의미를 알 수 없는 기호 등도 섞여있다. 제

작기법은 윤곽이나 내부의 특징 등을 선으로만 묘사한 것이 있

고 윤곽을 선으로 새긴 후 내부를 모두 쪼아낸 것이 있다. 면

새김 그림들은 안정적인 구도를 하고 있으나 선 새김 그림들은

산만한데 그 이유는 먼저 제작된 면 새김 그림을 피하여 빈

공간에 선 새김 그림들이 들어갔기 때문이다(이기우, 2004). 면

새김 그림과 선 새김 그림의 겹쳐진 부분에서 암각화 제작의

시차를 파악 할 수 있다. 면 새김그림은 바다동물이 다수인데

비해 선 새김그림은 대부분 육지동물이 많이 표현되어 있고 약

간의 바다 동물이 섞여있어 이는 해양문화가 농경문화로 전환

된 것을 의미한다. 바닷물이 서서히 빠져나가면서 고래의 수확

량이 줄고 청동기 시대의 다른 지역처럼 농사와 수렵을 중시하

게 된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BBC는 반구대의 암각화엔 향유

고래, 참고래, 혹등고래 등 큰 고래 46마리 이상이 그려져 있

으며 6000년부터 고래 사냥을 시작한 사실을 보도했다

(www.jejubada.re.kr/2006/board/view).

조형성 : 반구대 암각화는 구상형태의 그림으로 제작되어 있

으며, 한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 그들의 소망을 담아 기구하

거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는 점에서 당시의 시대상이 가장 잘

나타난 문화유적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의 세계에서는 그들이 직

접 본 것과 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 등을 거침없이 그

려 나가고 그것으로 인해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고 믿었던 것이다. 

전체적으로 자연과 생활의 모습을 단순한 표현 속에 함축적

으로 담아내고 있으며 생동감 있는 표현과 안정된 구도, 공간

감이 살아 있고 양감과 형태 표현력이 뛰어나며, 주제의 표현

Fig. 1. 울주 반구대 암각화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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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단순화하면서 제작 의도가 독창적으로 표현되었다. 

고래와 같은 바다 동물은 전체적으로 수직적 상승구도를(고

재룡, 1997) 취하고 있으며 대부분 면 새김방법으로 표현되어

Fig. 2. 반구대 암각화의 면각화 유형 및 특징(정동찬, 살아있는 바위그림 1996).

Fig. 3. 반구대 암각화의 선각화 문양의 유형 및 특징(정동찬,

살아있는 바위그림 1996).

Fig. 4. 반구대암각화의 형상분포도. 

Fig. 5. 반구대암각화 유형별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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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이는 육중한 무게감을 표현하기에 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선 새김방법으로 표현된 범고래는 고래의 특

징을 선으로만 표현하였지만 그 특징을 잘 살려 표현되어 있다.

사슴의 몸통표현은 도식화된 네모꼴 모양으로 묘사되어 있

으며 선 새김방법에 의한 육지동물은 수평구도를 취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준다. 또한 굵은 선, 가는 선, 굵은 점들

을 이용하여 동물의 표피 질감과 무늬를 사실적으로 표현하여

먼저 제작된 면 새김방법과는 달리 세련된 미가 느껴지고 선의

강약이 주는 독창적 표현은 움직임에 현실감을 더해준다.

인물 표현은 행동의 움직임의 다양함에 의해 운동감이 느껴

짐과 동시에 현대미술에서 보여주는 단순미 이상의 미의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또한 오른팔을 허리춤에 올리고 무엇인가를 응

시하고 있는 사람의 표현에서는 삶의 여유마저 느껴진다. 배 그

림은 타고 있는 사람을 다른 사물에 비해 작게 표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체의 움직임이 각기 다르게 표현되어 배가 파도를

헤치며 앞으로 나아가는 움직임이 전달될 만큼 생명력 있는 표

현이 다른 암각화와 비교할 수 없는 반구대 암각화만의 장점이

다. 

화면의 전체구도는 장방형의 틀 속에 대상이 빽빽이 표현하

여 조형성을 읽어내기 어려우나 개체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고래의 표현에서는 평면임에도 불구하고 꿈틀거리는 생동감이

자연스럽게 표현되어 있다. 바다동물과 육지동물의 공간 구성

이 유효적절하게 표현하여 선사시대에 제작된 암각화임에도 불

구하고 현대적 재해석이 필요치 않을 만큼 화면이 구성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고고학적인 연구에서는 선 새김그림과 면 새김그림의 연대

별 특징 연구를 중요시하고 있으나, 오히려 디자인 측면에서는

선 새김그림과 면 새김그림의 중첩에 의한 독특한 조형미는 반

구대 암각화만이 표현해 줄 수 있는 독특한 조형미라 볼 수

있다. 또한 암각화에 나타난 사물의 이미지를 보면 사물의 형

태가 거의 함축되어 표현되고 있다. 아마도 그것은 미숙한 표

현능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되나 세부묘사가 생략된 단순한

형태는 오히려 대상의 원초성에 가까워 내용전달이 효과적이며,

이는 디자인으로 활용될 경우 선 새김, 면 새김, 돋음새김 기

법을 활용한 제품이 바탕이 된다. 

2.2. 스카프의 개념 및 종류 

현대 패션 경향에서 스카프 디자인은 과거의 보조적인 장식

적 의미에서 패션 스타일을 주도하는 역할의 확대로 인하여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스카프는 다른 의류와 마찬가지로 자연현상으로부터 신체의

일부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생겨난 것으로 방한용, 겉옷

의 오염방지 등의 실용성, 미적 효과를 높이는 장식성 등의 다

양한 용도를 가지고 있다. 

Lois(1994)에 의하면 스카프는 기본적으로 재단되지 않는 중

간 크기의 천 조각을 의미한다고 하였으며 바느질을 하지 않고

늘어뜨리거나 접거나 둘러치거나 매듭을 만들 때 모양이 형성

되며 어떻게 착용하고 또 몸의 어떤 부분을 둘러싸느냐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스카프를 착용할 때는 몸의 어떤 부분을 걸치느냐에 따라 명

칭이 다르며 소재의 차이나 기능성 등에 의해서도 각기 명칭들

이 구분되고 있는데 머리에 두를 때는 두건, 베일, 터번, 커치

프(kerchief) 등으로 명칭들이 다르며 목이나 가슴을 두를 때는

네커치프(necker chief), 크라바트(kerabate), 머플러(muffler) 등

으로 소재나 형식의 차이에 의해서 각기 명칭들이 구분되기도

한다.

어깨를 덮을 수 있으며 보온의 효과나 장식성을 겸한 대형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의 숄(shawl)은 페르시아의 샬(shal)과

프랑스어의 샬르(shale)의 어원으로 초기의 것은 대형으로서의

의복이 기본형의 하나였으며 널리 세계각지에 분포되어 사용되

었는데 그리스 히마티온(himation), 인도의 사리(sari)등도 숄의

일종이다(김정혜, 1987). 

동양의 민속복에서 계승, 발전되어 18세기 후반 서양에서 여

성용의 장식적 어깨걸이로 도입하였고 19세기에 마차로 외출

할 때 남성의 방한을 위한 여행용이나 오염방지 덮개로 이용되

기도 했다. 현재와 같은 스카프는 19C에 이르러 대량생산이 가

능해지면서 일반인들에게 보급되었으며 의상을 위한 악세서리

로 현재와 같은 형태로 정착하게 되었다 

3. 반구대 암각화를 응용한 디자인 개발 

3.1. 디자인 개요 

패션은 문화의 일부분이며 그 문화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변

화하여 오늘에 이른 것이다 스카프 디자인은 인류의 복식문화

와 함께 수 천년 동안 지속되며 변화와 발전을 이룩하였고 따

라서 현대에는 스카프가 의복의 액세서리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코디네이트가 가능한 독립된 패션 아이템으로 부각되어 장식적

효과와 함께 개인의 문화코드를 반영하는 패션 매체로 자리 잡

아 가고 있다.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이 반구대 암각화는 자연과 인간의 모

습을 단순하게 함축적으로 표현된 문양으로 문자가 존재하기

이전 사회의 일종의 기록 수단으로 보고, 언어는 존재하지만 글

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에서 사용되는 문양은 중요한 표현수단

으로 여겨지므로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주술적인 성격과 자

연과의 치열한 생존의 삶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반구대 암각

화를 현대적 조형미로 재해석 하고자 한다.

반구대 암각화에서 보여주는 독특한 문양은 200여 점이 넘

는다. 따라서 그 많은 문양을 소재로 다루기에 한계가 있어 일

정치 않은 형태와 조형미가 부족한 문양을 제외하고 그 중에서

40여점의 문양을 스카프 디자인에 접목 및 재배치를 통하여 새

로운 해석으로 디자인하였다. 디자인에 사용된 선정 기준은 역

동적인 움직임이 있는 문양을 중심으로 원시적인 생명력이 부

각될 수 있는 것으로 선정하였다. 암각화 표면에 나타나는 질

감, 둔탁한 선, 잘게 쪼아 새겨진 면, 날카롭게 그어진 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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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것들이 자연스런 마모에 의한 형태를 가지고 차별화된 디

자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3.2. 디자인 전개

스카프 디자인은 소비자의 심리와 유행성을 주도할 수 있는

문양으로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스카프 디자인은 펼

친 것 보다 착용시의 문양의 효과가 높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스카프는 대부분 정사각형과 직사각형의 형태를 취하는데 정사

각형의 경우 대개 90×90 cm, 88×88 cm, 78×78 cm 등이 있으

며 직사각형은 45×180 cm등으로 나눌 수 있으나 스카프 제작

에 있어 그 크기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제조업체마다 약

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이선화, 1991).

문양의 배치는 가장자리와 사각 모서리부분 및 중심부분을

강조하여 문양을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배열방법은 회전

배열이나 대각선 대칭배열 등 반복단위를 반복 배열하는 방법

과 스카프 전체 면을 한 개의 반복단위로 하여 자유롭게 디자

인하였다.

고래와 배 문양을 응용한 디자인 : 뒤집혀져 몸부림치고 있

는 고래의 꼬리 부근에 있는 배 그림으로(Fig. 7), 실제 고래잡

이 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여겨지며, 배에 탄 인물은 7~20

명이며, 배와 고래와의 크기 비례에서 배를 작게 표현하여 사

냥하는 장면의 사실적 관찰을 통한 간결한 수법으로 묘사된 것

으로 볼 수 있다. 규칙적으로 배와 고래문양을 배치하고 양끝

부분에는 배 문양만 단순하게 디자인 하여, 채도를 낮게 하여

조용하고 기품있는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인물 문양을 응용한 디자인 1 : 암각화의 인물상에서 서로

간에 분명한 표현상의 변화가 있다(Fig. 9). 인물 몸 표현에서

실제적 신체묘사 보다는, 행위에서 나오는 자세를 중요시하였

다. 수족은 신체에 비해 다소 왜소하게 나타나있다. 손발을 양

옆으로 벌려 춤추고 있는 그림을 크게 부각시켜 몸 전체에 4

가지 색상으로 포인트를 주어 가벼운 마음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캐주얼한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인물 문양을 응용한 디자인 2 : 암각화의 인물상에서 보이는

특징은 측면 상에 있어서 성기의 모습으로 보이는 돌출부가 나

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선사미술에서 인물상의 표현에 성기

가 묘사되어 있으면 다산을 의미하는 性상징이나 풍요의 상징

으로 해석하고 있다. 두 손을 위로 하고 춤추는 듯한 모습, 한

손을 허리에 대고 있는 모습과, 활 쏘는 사수의 모습을 세월의

흐름에 따라 마모된 돌이 가지는 질감을 표현하였다.

바다동물과 육지동물을 응용한 디자인 : 바다동물과 육지동

Fig. 6. 스카프의 문양배치 방법.

Fig. 7. 고래와 배 문양의 그림.

Fig. 8. 고래와 배 문양을 이용한 실물제작.

  
Table 1. 고래와 배 문양을 응용한 디자인의 실물제작 결과

규격  45×180 cm

색상  FL-2, BR-6, p2, d18

 BR-6, It20,, p24, Gy-7.5

 BR-6, PI-1, BR-2, GR-7.5

소재  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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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Fig. 12)은 수직과 수평의 적절한 조화로 구도 상에서 느껴

지는 기운이 안정과 변화, 변화와 안정이 교차하면서 여운이 배

어 나오고, 육지 동물은 호랑이, 표범, 멧돼지, 사슴 등으로 주

로 맹수들을 묘사하였고, 또 어로의 기구를 표시한 것들을 들

수 있는데, 짐승을 잡는 함정용 그물과, 울타리이다. 바다동물

고래는 표현상에서 대체로 사실주의에 입각해서 간결화하고 위

에서 본 모습과 고래들 가운데 가장 거대한 것으로 주둥이에서

꼬리까지 몸 전체에 선이 그어져 있어 힘을 과시하는 것 같은

긴장감을 주는 느낌을 살리고자 하였다. 검정과 회색으로 포멀

한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선새김과 면새김의 겹침을 응용한 돋새김표현 디자인 : 반구

대암각화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고래문양(Fig. 14)은 선새김법

과, 면새김법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중에서, 돋새김(입체적)표

현 대상인 ‘새끼고래를 업은 고래’, ‘작살이 꽂인 고래’ 반구

대지명과 관련이 있는 거북은 신령스러운 존재로써 장수를 기

원하고 생명의 근원으로 여겨지므로 밝게, 역동감 있는 고래

의 모습은 진한색과 어두운색에 의한 클래식한 이미지로 표현

하였다.

4. 결 론 

반구대 암각화는 생존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였던 시대에 제

Fig. 10. 인물 문양을 이용한 실물제작 1.

Table 3. 인물 문양을 응용한 디자인 2의 실물제작 결과

규격 55×55 cm

색상 bk14, dp10, PI-7, b8

d6, p8, oppN-4, dk8

BR-7, dp10, lt8, lt10

lt16, ltg10, BR-4, dk6

소재 실크

Fig. 11. 인물 문양을 이용한 실물제작 2.

Fig. 9. 인물상의 그림. 

  

Table 2. 인물 문양을 응용한 디자인 1의 실물제작 결과

 규격  55×55 cm, 45×180 cm

 색상  lt20, v18, dp24, ltg20

 Pl4, v13, dk10, It8

 PI-1, PI-4, v8, v13, dk10

 Gy-6.5, Pl-4, v8, v13, dk10

 off N-1, Pl-4, v8, v13, dk10

 소재  실크



268 한국의류산업학회지 제9권 제3호, 2007년

작되어 인간의 순수한 감성을 그대로 암벽에 새겨 만든 생명력

이 살아있는 문양으로, 자연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현대인들의

패션제품의 소재로 더욱 부각될 수 있는 문양 소재이다. 이에

본 연구는 반구대 암각화의 예술적 가치를 이해하고 조형적 요

소를 응용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문양을 중심으로 스카프제

품을 디자인 제작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되어있는 원시문양이라는 보편성

을 바탕으로 반구대 암각화만이 가진 다양한 문양과 문양의 중

첩에서 오는 공간미는 생명력이 살아 있는 독특한 문양은 스카

프 디자인 발상의 적합한 모티브로 볼 수 있으며 제한된 도구

와 미숙한 솜씨에도 불구하고 문양에서 보여지는 조형미는 패

션감성과의 결합으로 더욱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표현 가능하다.

둘째, 돌이라는 재료에서 나타나는 질감, 선의느낌, 자연스러

운 마모에 의한 형태미표현을 위해 컬러도수를 전체적으로 4

도 내외로 절제하여 사용함으로서 세련되고 도회적인 분위기로

표현하여, 오랜 역사에 의한 자연스러운 마모에 의한 친근한 느

낌과 독특한 재질감에 의해 현대적 조형가치를 갖는 문양으로

표현영역이 확대됨을 볼 수 있다 

셋째, 반구대암각화 문양 중 형태미가 뛰어난 문양을 중심으

로 재구성하여 상징적인 문양과 기호 등이 주는 자연의 생명력,

신비로움을 조형적인 요소들과 결합하여 현대적이며 창의적인

디자인이 창출되었다

넷째, 선사시대의 삶과 사유의 한 단면이 표현된 암각화는

수천 년 전 이터에 자리 잡았던 선조들이 생생한 몸짓으로 우

리에게 다가온 문양의 독창성과 독특한 질감의 문양은 스카프

디자인 뿐만 아니라, 감성적인 패션제품을 필요로 하는 현대 패

션산업전반에서 반구대 암각화문양의 활용가능성은 더욱 확대

되어 질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의 글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

Fig. 13. 바다동물과 육지동물을 이용한 실물제작.

  
Table 5. 선새김과 면새김의 겹침을 응용한 돋새김표현 디자인

의 실물제작 결과

규격  25×120 cm, 45×180 cm

색상

 BK, GY-505, b12, d10

 BK, dk24, Itg22, Itg8

 BR.3, d10, GY-3.0, b8

 BK, V23, b24, GY

소재 실크

*일본 색채연구소 배색카드175b

Fig. 14. 선·면새김과 돋새김의 그림.

Fig. 15. 선·면새김과 돋새김을 이용한 실물제작.

Fig. 12. 바다동물과 육지동물의 그림.

  

Table 4. 바다동물과 육지동물을 응용한 디자인의 실물제작 결과

 규격  110×110 cm

 색상  BK, GY-5.5, PI-3

 소재  자카드 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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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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