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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문을 응용한 의상 작품 제작에 관한 연구 

문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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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ostume Work Applying Kkot Mun(Floral Doors)

Myeng-Ok Moon 

Dept. of Fashion Design, Dong-Eui University, Busan, Korea

Abstract : Buddhist temples and halls signify paradise on earth. Buddhist sutras refer to paradise as a place where flow-
ers fall down like snow, fragrance and music fill the air, flowers blossom and butterflies fly. The Kkot Mun of Buddhist
temples are an essential part of the creation of this paradise and are ornamented with elaborate sculptures of flowers and
animals. The ornamentation of the Kkot Mun is truly admirable for its artistry and beauty. Although the Kkot Mun is an
element of Korean traditional Buddhist architecture, it could also be applied to costume work. I thought the characteristic
elements of the Kkot Mun for the costume work were the flower, the lattice and the transparent effect that was made
with the lattice and Dagjongee. I used the technique of strap cutting, strap twisting and cut-out for the lattice of Kkot Mun
and flower making, knitting, cut-out and quilting for the flower of Kkot Mun. I represented the transparent effect of Kkot
Mun with the lapped materials. I selected six remarkable Kkot Mun of Korean temples, revised shapes of these and made
six costume works. These six costume works would be the suggestion of costume design if an element of Korean tra-
ditional architecture was applied to modern costume 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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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간의 몸을 가장 가까이 둘러싸고 보호하는 것이 옷이라면 그

인간을 다시 품어 안는 것은 건축으로, 옷과 건축은 인간과 밀접

한 공간의 관계를 이루며 그 시대의 아름다움을 반영하고 시대

적, 사회적 상황에서 문화적 변천에 따라 변화 발전해 왔다. 

전통 건축의 한 요소인 꽃문은 인간이 거주하는 내부 공간

에 빛과 공기를 받아들이고 또 조망을 위하여 설치한 건축구조

물로서의 창살 기능 뿐 아니라 조형적이고 공예적인 특성을 지

니고 있으며(임재경, 2006) 조선시대에는 지배층이 아닌 서민,

부녀자들과 불교가 결합하여 그들의 정서와 취향이 반영되어

탄생한 불교예술의 정수이고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독특한 한

국성을 지닌 문화유산으로 긴장이 필요 없는 편안한 가운데 미

적 쾌감을 주는 뛰어난 미술품이다(www.egumi.net).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조형미와 공예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

는 꽃문은 현대의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었는데, 김석준은

‘꽃문’(www.reddoorsound.com)이라는 곡을 통하여 꽃문의 섬세

한 아름다움에 홀리는 경험을 하는 의식 상태를 청각화 시켰으

며, 조각 작품으로 응용되어 발표되기도 하였고(http://blog/

daum.net/doohee), 조명 등 디자인을 개발한 연구(강흥석,

2003)도 진행되었다. 의상 디자인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응용되

었으며(강은영, 2006; 임재경, 2006), 박윤수, 이상봉, 오은환,

이경원, 박동준 그리고 루비나 등 여러 의상디자이너들도 꽃문

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응용한 의상들을 발표하였다. 

불교적인 의미는 물론 문양 및 색상 등에서 우리나라 전통

적인 조형성을 표현하고 있는 꽃문은 한국 전통 건축의 한 요

소이지만 다른 어떤 소재 못지않게 우리의 전통적인 조형미는

물론 공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의상 제작을 위한 좋은

소재라고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는 전통적인 문양, 색상, 형태 등이 다양하고

불교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꽃문의 형태 특성을 조사하고 이

를 토대로 의상 제작 시 활용 가능한 요소를 택하여 구체적으

로 표현할 수 있는 기법을 연구하며 특징적인 사찰의 꽃문 중

6개를 선택, 응용하여 총 6점의 의상 작품을 제작함으로써 꽃

문이 지닌 독창적인 조형미를 현대의상으로 표현하여 한국 전

통적 건축 요소와 현대 의상의 접목을 시도하고자 한다. 

2. 꽃 문

2.1. 꽃문의 의미

우리의 선조들은 문은 집의 얼굴이며 집은 바로 자기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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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인식하여 대궐을 비롯하여 절, 향교, 사당 나아가 일반 집

에 이르기까지 집이란 집은 모두 문을 장식하여 기능적인 면보

다는 장식적인 면을 강조하였다. 

꽃문은 문의 살에 나무로 만든 꽃을 부치거나, 문의 살에 꽃

문양을 정교하고 아름답게 조각한 것으로 여기에 사용한 꽃의

종류는 수십 가지이며 사실적인 모양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정

확한 이름을 알 수 없는 관념적인 형태의 꽃을 새겨 넣기도

하였으며 그 구성과 표현이 장식적이고 공예적이며, 자체 문양

의 정교함과 화려함이 우리 민족의 심성을 잘 표현해 주고 있

다  (김정기, 1975). 

특히 불교에서는 사찰의 집들에 대하여 법당, 불당, 적멸궁,

내원궁, 칠보궁, 만월궁이라 일컫는 것은 한없이 즐거운 곳을

이 땅 위에 지어 놓고 누구나 그 곳에 드나들게 하려는 것으

로 불경에 의하면 이들 집들은 꽃비 흩날리고 그지없는 향내가

나고 새소리와 갖가지 즐거운 소리가 들리며 맑은 물과 그윽한

숲으로 온갖 꽃들이 피고 나비가 노니는 곳이라 하였다. 이러

한 극락을 우리 눈앞에 지어 둔 것이 절이며, 불당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만화경으로 꽃문을 세워 둔 것이며, 꽃문은 절집의 법

(法)과 함께 연계되어 절의 얼굴에 꾸며 놓은 꽃밭이자 비단 자

리이다. 불교의 절과 법당은 지상의 극락을 나타내는 것이고 법

당의 꽃문은 이 극락의 필수적인 요소이다(강순형·관조, 1996)

즉, 낯선 이의 첫 발걸음을 풀어주려 애쓰고 손대어 만지고

열어보고 싶도록 곱게 꾸며지며 누구나 찾아와 속세에 찌든 몸

과 마음을 씻어내도록 만들어진 것이 사찰의 문이며 중생이 이

승의 티끌을 털고 부처의 극락세계로 들어가는 경계이기에, 불

교에서 최상의 장엄을 표현하는 꽃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중생

들이 겁먹지 않고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유도하기 위해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것이 꽃문이다.

 

2.2. 꽃문의 종류

한국 전통 사찰 문에는 날살문, 띠살문, 우물살문, 빗살문, 소

슬살문, 꽃나무살문, 만자살문 등 7가지가 있으며, 꽃문은 우물

살문, 빗살문, 소슬살문, 꽃나무살문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Table 1은 꽃문의 종류를 나타낸 것이다. 

우물살문은 날살과 씨살이 서로 똑같은 칸으로 질러 짜나가

네모난 우물무늬를 만든 것으로 이 씨살과 날살이 서로 만나는

곳에 꽃송이를 새겨 꽃문을 만들었다. 부석사 무량수전, 장곡사

상대웅전,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안동 개목사 원통전, 범어사

팔상전 등이 있다. 

빗살문은 두 빗살을 서로 교차하여 마름모무늬를 만든 것으

로 방향이 다른 두 빗살이 교차하는 곳에 연꽃, 모란, 국화 등

의 꽃을 올려 돋보이게 하고 빗살은 잎사귀로 장식하기도 하였

다. 신흥사 극락보전, 동화사 대웅전, 마곡사 대광보전, 내소사

대웅보전, 논산 쌍계사 대웅전 등에서 볼 수 있다. 빗살이 교

차하는 곳에 꽃을 올리지 않고 살 옆을 무늬로 새겨 꾸민 것

이 있는데 이는 민꽃빗살무늬라 하고 불갑사 대웅전, 동화사 대

웅전, 마곡사 대웅전 등이 있다.

소슬살문은 날살과 씨살 그리고 빗살의 모든 문살을 다 넣

어 짠 복잡한 무늬 살의 문이다. 소슬이란 솟은 즉 돋우어진이

라는 뜻으로 이 문에는 거의가 꽃이 새겨져 있어 붙여진 이름

이기도 하다. 소슬살에는 날살, 씨살, 빗살이 짜여진 모양에 따

라 아래의 다섯가지 종류로 나누어진다. 

첫째(①)는 날살과 빗살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한 점에 6개

의 살이 뻗치는 것으로 6모 테두리를 만들게 되고 여기에 꽃

무늬를 새겨 소슬꽃문이 되기도 하고 꽃송이가 없는 소슬민꽃

무늬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범어사 독성전 어칸의 소슬꽃문, 신

흥사 극락보전과 동화사 대웅전 어칸의 소슬모란꽃문 등이 있

다. 

둘째(②)는 날살, 씨살, 그리고 빗살 모두로 짜여진 것으로

한 점에서 8개의 살이 만나 뻗어 나가는 복잡한 형태이며, 꽃

무늬가 가득 새겨진 소슬꽃문과 꽃송이가 없는 민꽃살도 있다.

통도사 적멸보궁과 무위사, 남장사의 극락보전처럼 꽃무늬가 가

득 새겨진 소슬꽃문이 있으며, 남장사 극락보전 어칸 양옆 문

짝, 마곡사 대광보전과 무량사 극락전 어칸의 민꽃살도 있다. 

셋째(③)는 날살과 빗살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두 빗살이 날

살 사이의 칸 가운데서 서로 만나는 짜임새이며 한 칸 속에서

6모의 테두리가 나타난다. 항상 소슬민꽃무늬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살에 금강저를 새기기도 하고 안팎을 둥그렇게 만들

어 속이 텅 빈 깊은 맛을 나타낸다. 신흥사 극락보전 어칸 양

옆 짝이나 동화사 대웅전과 마곡사 대광보전의 옆칸 등이 있다. 

Table 1. 꽃문의 종류

우물살문 빗살문
소슬살문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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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④)는 씨살과 빗살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위에서 설명

한 소슬살문의 첫째 형태를 옆으로 누인 형태이며, 6모 테두리

의 모가 위쪽에 두 개 나타난다. 용문사 대장전 속에 있는 8모

윤장각문 등이 있다.

다섯째(⑤)는 날살과 빗살로 꾸며지되 날살을 한 줄 없애 버

렸거나 아니면 한 칸을 더 넓게 잡은 짜임새로 날살에서 6개

의 살이 모여 뻗쳐 나가되 테두리는 마름모꼴을 이루는 짜임새

이며 꽃송이를 새긴 소슬꽃문이고 대승사 대웅전 어칸 등이 있

다. 

꽃나무살문은 날살, 씨살, 빗살로 짜여진 위에 꽃무늬를 새

기는 것이 아니라 꽃나무를 통째로 새겨 문짝을 만든 것이다.

정수사 대웅보전과 선암사 원통전 어칸, 용문사 대장전 윤장대

꽃문 등에서 볼 수 있다(강순형·관조, 1996). 

 

2.3. 꽃문의 문양 및 색채

문양 : 꽃문은 한 가지 종류의 문양만으로 된 것도 있고 여

러 가지 종류가 조화를 이루며 함께 사용되어 하나의 문을 장

식하고 있으며, 도안화하거나 사실적으로 나타낸 문양으로 변

화 있고 조화롭게 사용하여 전체적인 균형과 아름다움을 나타

내고 있다. 꽃문에는 주로 연꽃, 모란, 국화, 매화 등의 꽃문양

을 사용하였으며. 이파리는 모란이나 국화잎사귀를 사용하였고

꽃송이가 없는 민꽃살일때는 금강저살문양으로 새기기도 하고

6모난 테두리를 살짝 굴려서 둥그스름하게 꾸미기도 하였다. 또

한 꽃나무를 통째로 새기기도 하였으며 그 외 나비, 새, 물고

기 등을 새겨 사실적이고 자연스럽게 장식하였고 문의 생김새

를 다양하게 하였다(강순형·관조, 1996).

이들 문양이 지닌 의미에 대하여서는 연꽃, 모란, 국화, 매화,

금강저 등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연꽃은 조물주와 연관되는 상징으로 불교 이전부터 광명의

꽃, 생명의 꽃이라는 사상이 고대 인도의 민속신앙에 뿌리박혀

있었으며 불교에서는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고 어떠한 것에도

물들지 않는 수행(修行)의 이상을 연꽃의 청정함에 비유하고 있

으며 광명, 생명, 창조적인 상징으로 인용되어 공양의 꽃으로

장식되고 있다(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5; 이화영, 1976) 꽃문

에서 연꽃은 정갈하여 꽃 가운데 꽃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깨끗

하게 정화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강순형·관조, 1996).

모란꽃은 부귀를 상징하는 꽃으로 길상적 의미를 상징하는

데(김덕겸, 1997) 꽃문에서의 모란꽃은 탐스러운 생김새와 향

이 으뜸이어서 우리들을 저절로 풍요롭게 만드는 뜻을 나타내

고 있다(강순형·관조, 1996).

국화에는 종류가 많으므로 국화문의 종류도 다양하며 연화

문, 모란문과 더불어 일찍부터 애용되어온 화문중 하나로, 조용

하고 맑은 품위를 나타낸다하여 정절의 꽃으로 여겨졌으며(김

덕겸, 1997), 꽃문에서 국화는 뜻 높은 이, 즉 선비나 부처의

장수를 뜻하였다(강순형·관조, 1996).

매화는 겨울과 봄이 교차하는 시기에 핀다고 하여 보춘화라

고도 하며 설한풍 속에서도 꿋꿋이 피어나는 꽃으로서 의지를

표현하였으며(김덕겸, 1997) 매화문은 순결과 절개를 상징하였

다(강순형·관조, 1996).

금강저(金剛杵)는 불교의식에 사용하는 불구의 하나로 원래

는 제석의 전광에 붙였던 이름이었으나 점차 여러 신들이나 역

사가 지니는 무기를 가리키게 되었다. 불교에서 금강저는 그 단

단함 때문에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었

고, 불교의식에서는 마음의 번뇌를 없애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5). 꽃문에서 금강저는

바르고 옳은 지킴이의 힘을 나타낸다(강순형관조, 1996). 

꽃문의 색채 : 꽃문에서 보여지는 중심 색채는 우주의 생성

이념을 바탕으로 한 음양오행사상의 다섯 가지 색채가 주를 이

루고 있다(임재경, 2006). 음양오행사상의 색채 체계는 동서남

북 및 중앙의 오방으로 이루어지며 청, 적, 황, 백, 흑의 정색

이 양에 해당되며 이를 오방색이라 한다. 정색과 정색 사이에

놓여지는 색은 음에 해당되며 이를 다섯 가지 간색은 동과 서

사이의 벽색, 동과 중앙 사이의 녹색, 남과 서 사이의 홍색, 남

과 북 사이의 자색, 북과 중앙 사이의 유황색이다. 이들 다섯

가지 정색과 다섯 가지 간색을 합한 열 가지 색을 한국 전통

적인 음양의 기본색이라 한다(하용득, 1989).

꽃문에 새겨진 꽃송이의 빛깔은 빨강, 파랑, 노랑의 세 가지

색을 기본적으로 사용하였고 하양, 주홍의 두 색을 함께 사용

하여 5가지 색으로 장식하였다. 이파리는 초록색이나 파란색을

사용하였다. 이들 색의 물감으로 꽃무늬를 곱고 그윽하며 밝게

보이도록 정성을 다하였으며, 이들 물감을 가로줄로 또는 세로

줄로 번갈아 사용하거나 나란히 사용하여 꽃무늬를 도드라지게

보이도록 하였으며, 세모나 네모, 마름모들을 그리는 형식으로

꽃무늬의 색깔을 사용하기도 하였다(강순형·관조, 1996). 

3. 꽃문 형태 요소의 표현방법

꽃문의 형태는 그 짜임새를 이루는 틀과 살, 살 위에 장식되

는 꽃문양 장식으로 이루어진다. 약간의 곡선도 있으나 대부분

직선으로 구성된 살들은 수직, 수평, 사선의 형태를 취하고 있

으며, 이들 살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만들어내는 형태는 면 분

할의 표현 방법과 구성은 물론 뚜렷한 질서를 가진 기하학적인

형태를 이루고 있다. 수직선인 날살과 수평선인 씨살이 더해져

서 만들어지는 사각형, 좌우 방향의 빗살들로 만들어지는 마름

모형, 씨살과 빗살이 어우러져 만드는 복잡한 거북이등껍질 모

양 등의 형태를 이루며 이들 형태는 단아하면서도 견고한 한국

적 면 분할을 나타내고 이들 살들의 교차점에 얹어진 원, 혹은

타원 모양의 꽃들은 화려하면서도 뛰어난 조형미를 나타낸다.

또한 꽃문의 살들로 만들어진 공간은 뚫려진 공간으로 빛이

비춰져서 만들어지는 조형적인 아름다움이 있으며 이 비침은

살의 많고 적음에 따라, 빛의 이동에 따라 갈라지는 변화를 느

끼게 해주며 살의 안쪽에 붙여진 전통 한지인 닥종이와 조화를

이루어 빛을 누그려 뜨려줄 뿐 아니라 실내에서도 은은한 꽃문

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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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문을 이미지화하여 의상 작품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활용

가능한 훌륭한 요소로는 살, 꽃문양 그리고 살과 닥종이가 만

들어 내는 공간과 비침의 효과로 생각되며 이들을 의상을 통해

표현할 수 있는 기법들을 연구하였다.

 

3.1. 살

꽃문의 살은 날살, 씨살 그리고 빗살로 이루어지며 이들이

서로 교차하는 방법에 따라 꽃문의 종류가 달라지며 꽃문의 살

이 이루는 기하학적인 형태도 달라진다. 꽃문의 살이 가로, 세

로, 대각선 등으로 서로 엮여지는 모양은 여러가지 텍스츄어 표

현 제작기법으로 표현 가능하다고 생각되나 그중에서 본 연구

자가 사용한 기법들은 꽃문의 살 모양과 같이 천을 띠로 잘라

서로 교차시켜 고정하기, 띠로 잘라 슬릿을 내어 전통과자인 매

잡과처럼 꼬기, 꽃문의 살 모양대로 오려내기 등이다. 

띠 교차하기 : 꽃문을 만들 때 나무로 만든 살들을 가로, 세

로 그리고 사선으로 엮어서 만들었듯이, 천을 일정한 너비의 띠

나, 신흥사 꽃문의 살대처럼 잎사귀 모양의 띠로 잘라서 가로,

세로, 사선으로 이들 띠를 교차시켜 꽃문의 살과 살들로 이루

어지는 공간을 표현하였다. 

꼬기 : 천을 2~3 cm 너비로 길게 띠 모양으로 자르고 띠

너비의 중간에 9~10 cm 간격으로 슬릿을 낸 다음 우리 전통

과자인 매잡과처럼 그 슬릿 사이로 띠를 꼬아주면 그 꼬임으로

인한 볼륨감과 띠가 꼬이면서 천의 안쪽 면이 겉으로 나와 천

의 안쪽이 겉쪽의 색이나 무늬와 다를 경우 그 변화도 함께

느낄 수 있게 하였다. 

오려내기 : 의상을 만들기 위해 재단한 천위에 꽃문에서 나

타나는 살의 문양을 그리고 칼이나 가위를 사용하여 문양이외

의 부분을 파내면 꽃문의 살과 꽃무늬만이 남게 되며 그 뒤쪽

에 다른 천을 대어 꽃문의 살과 꽃무늬가 도드라져 보이게 하

였다. 

3.2. 꽃

꽃문에서의 꽃문양은 꽃문을 다른 문들과 차별화하는 중요

한 요소로, 모란꽃이나 연꽃 등과 같은 꽃 모양대로 만들어 살

대의 교차점에 올려놓았거나, 꽃무늬를 다소 단출하게 하여 만

들기도 하였다. 의상에서 꽃을 표현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으나,

꽃문에 사용된 여러가지 꽃을 표현하기 위하여 본 연구자가 사

용한 기법들은 오간자와 같은 얇고 투명한 천으로 꽃 만들기, 코

바늘 뜨기, 누비기, 오려내기 등이다. 

꽃모양 만들기 : 주아사와 같이 얇고 투명한 천을 꽃 모양대

로 자르고 자른 꽃 모양의 중심에서 약1.5 cm 지름의 원 모양

으로 홈질을 곱게 하여 잡아 당겨 오그려 꽃의 중심에 주름을

잡아 꽃에 입체감을 주고 주름 잡힌 중심에 붓터치기법으로 꽃

을 만든 천의 색 보다 약간 짙은 색으로 칠하여 꽃 중심에 깊

이를 주어 꽃의 입체적인 효과를 살렸다. 

코바늘 뜨기 : 뜨개질에는 각각 그 용도에 따라 대바늘, 코

바늘, 레이스바늘, 아프간바늘, 돗바늘과 같은 다양한 뜨개질 바

늘을 사용하며, 대바늘뜨기, 코바늘뜨기. 아프간뜨기 등의 손뜨

기 방법과 기계뜨기 방법이 있다(이송자, 1981). 신흥사의 꽃문

처럼 아주 선명한 색이 강조된 꽃문의 경우 꽃의 색과 볼륨감

을 강조하기 위하여 부피감 있는 털실을 사용하여 코바늘뜨기

의 기본 방식인 사슬뜨기, 짧은뜨기, 긴뜨기 등을 사용하여 꽃

모양을 뜨개질하여 만들었다. 

누비기 : 누비기는 피륙의 보강과 보온을 위한 기법으로 몽

고의 고비 사막 일대에서 시작되어 BC 200년경 중국과 티베

트에서 쓰였다고 하며 우리나라에서도 치마, 저고리, 포, 바지,

두의(頭衣), 신발, 버선, 띠 등 옷가지와 침구, 보(褓)에 이르기

까지 누비가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이들은 대개 솜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만, 장식성도 큰 비중을 차지

하였다. 12세기 십자군에 의하여 사라센에서 도입된 후 널리

애용된 퀼팅(quilting)이라 불리는 서양 누비는 누비무늬를 나타

내는 장식성에 주안을 둔 기법으로, 지역과 특성에 따라 잉글

리시 퀼팅, 이탈리안 퀼팅, 패치워크 퀼팅 또는 아메리칸 퀼팅

등으로 나누어진다. 본 연구의 작품들에 사용한 누비기는 장식

적인 목적으로 강조점을 두는 의상의 한 부분에 꽃문의 꽃문양

대로 그리고 누벼서 꽃문의 꽃문양을 강조하였다(작품 5). 

살대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였던 오려내기 방법을 꽃을 표

현하기 위해서도 사용하였다.

Table 2. 살과 꽃의 표현 방법

형태요소 표현방법

살 띠 교차하기 꼬기 오려내기

꽃 코바늘뜨기 꽃모양 만들기 오려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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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공간과 비침의 효과

꽃문은 전통 한지인 닥종이를 겉쪽에 바르지 않고 안쪽에 발

라 빛살을 누그러뜨려 부드럽게 하고 빛을 적적히 투과시켜주

어 문살의 아름다움을 안팎에서 동시에 감상할 수 있도록 해주

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 특징은 꽃문을 응용하여 의상 작품을

제작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생각하며 두 겹의 천을 겹쳐

사용하는 방법으로 입체적으로 표현하였고 닥종이처럼 은은하

게 빛이 투시할 수 있도록 오간자와 같은 투명한 천을 이용하

여 표현하였다. 띠로 잘라 서로 교차시키거나, 띠를 매잡과처럼

꼬아서 교차시키거나, 살대 모양으로 천을 오려낸 겉감의 안쪽

에 투명한 천을 덧대어 꽃문에서 살과 닥종이가 만들어낸 입체

적인 공간과 비침 효과를 표현하였다. 

4. 작품 제작

꽃문은 불교적 의미를 지닌 동시에 형태와 문양 및 색상 등

이 우리나라 전통적인 조형미를 표현하고 있으며 꽃문의 다양

하고 독특한, 단아하면서도 화려한 아름다움을 이미지화하여 의

상 작품을 제작하였다. 한국 전통 사찰에 남아 있는 특징적이

고 아름다운 꽃문인 송림사, 신흥사, 기림사, 불갑사, 용문사,

마곡사 등의 6점을 선택하였다. 

꽃문의 살이 가진 기하학적인 형태의 조형미를 표현하기 위

해 꽃문의 살 모양과 같이 천을 띠로 잘라 서로 교차시켜 고

정하기, 띠 형태로 잘라 슬릿을 내어 전통과자인 매잡과처럼 꼬

기, 꽃문의 살 모양대로 오려내기 등의 기법을 사용하였다. 꽃

문의 꽃문양이 나타내는 화려한 조형미를 표현하기 위하여 꽃

만들기, 코바늘 뜨기, 누비기, 오려내기 등의 기법을 사용하였

다. 그리고 꽃문의 살과 닥종이가 만들어내는 입체적인 공간과

비침 효과를 표현하기 위하여 투명한 천을 겹쳐 사용하였다. 의

상 작품은 원피스 3점, 재킷 3점, 블라우스 1점, 스커트 2점

등의 아이템으로 구성하였으며, 작품의 소재는 데님, 스웨드, 오

간자, 실크, 양털 등이다. 

 

4.1. 작품 1 

·아이템: 원피스

·소재: 데님, 오간자

·응용한 꽃문: 송림사 꽃문

송림사 꽃문은 서로 엇갈리는 살대를 꽃잎으로 장식한 솟을

꽃문으로 부귀, 복, 행복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모란꽃살로 장식

한 꽃문이다.

·해설: 원피스는 종아리까지 오는 길이이며, 브이넥, 민소매

의 슬림한 형이다. 꽃문의 살은 데님으로 매잡과처럼 꼬아서 세

로, 좌우 사선방향으로 서로 교차되게 표현하였다. 꽃문에서 살

대들의 교차 지점에 장식한 모란꽃은 주아사로 꽃을 만들어 붓

터치기법으로 꽃의 볼륨감을 나타내었다. 꽃문의 비침 효과는

오간자로 만든 심플한 원피스를 데님으로 만든 원피스 속에 받

쳐 입혀 표현하였다. 

4.2. 작품 2 

·아이템: 원피스

·소재: 데님, 오간자

·응용한 꽃문: 신흥사 극락보전 오른쪽 옆문의 빗살연모란

꽃문

신흥사의 불당은 극락보전이라 그 꽃문이 매우 아름답고 마

름모를 이루는 빗살꽃문으로 빨강, 파랑, 노랑의 국화, 모란, 연

꽃송이를 두 빗살의 교차점에 놓았으며, 빗살을 이루는 잎사귀

는 연파랑으로 모란잎이기도 하고 국화잎이기도 하다. 빛깔이

Fig. 1. 송림사 꽃문.

Fig. 2. 작품 1.

  

Fig. 3. 신흥사 꽃문(관조, 1996, p.27).  Fig. 4. 작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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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곱고 밝으며 뚜렷해서 더욱 눈길을 끄는 꽃문이다. 

·해설: 원피스는 민소매, 브이넥의 슬림한 형태로 발목 길이

이다. 꽃문의 빗살대인 모란꽃잎, 국화꽃잎은 데님을 잎사귀 모

양대로 잘라서 서로 사선으로 교차시켜 표현하였으며, 신흥사

의 꽃문처럼 세로살이 없이 빗살로만 만들어 원피스의 길이와

폭이 착용자에 따라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게 하였다. 꽃문양은

빨강, 파랑, 노랑색의 털실로 꽃 모양으로 짜서 표현하였다. 쉬

폰으로 만든 심플한 원피스를 속에 입혀 꽃문의 비침 효과를

표현하였다.

 

4.3. 작품 3 

·아이템: 재킷

·소재: 스웨드, 오간자

·응용한 꽃문: 기림사 대적광전의 모란소슬꽃문

기림사 대적광전의 모란소슬꽃문의 모란꽃은 같은 짜임새와

무늬의 다른 꽃문들에 비해 매우 단출하게 만들어져 오히려 현

대적이고 세련된 멋이 있으며, 6모를 이루는 테두리 바깥을 다

시 둥글게 만들어 더욱 맵시를 낸 꽃문이다. 

·해설: 재킷은 쇼올 칼라로 뒤판의 요오크와 앞판을 한 장

으로 재단하였으며, 뒤판과 소매를 한 장으로 재단하였고 겨드

랑이에 무를 대었다. 재킷은 겉은 스웨드로, 안은 오간자로 하

여 두 겹으로 만들었으며 이로써 꽃문의 비침의 효과를 표현하

였다. 꽃문의 살과 문양은 겉감의 스웨드를 모란소슬꽃무늬살

의 모양대로 파내어 표현하였다. 

4.4. 작품 4 

·아이템: 원피스

·소재: 스웨드, 오간자

·응용한 꽃문: 불갑사 대웅전 옆문 꽃문

불갑사 대웅전의 어칸은 소슬꽃문으로 6모로 짠 잎사귀 테

두리 속에 모란꽃이 있는데 가운데 문은 탐스러운 사실적인 모

란꽃이나 이 옆문의 무늬는 추상화된 모란꽃 무늬로 매우 현대

적인 느낌을 주고 둘레의 6모 테두리도 잎사귀 라기 보다는 볍

씨 모양으로 오려 새겨 둥글며 공간 느낌이 뛰어나다. 

·해설: 이브닝드레스의 앞, 뒷면은 검은색 스웨드로 꽃문의

문양을 파내고 안에는 오간자를 대어 꽃문에서 느낄 수 있는

비침의 효과를 표현하고 아울러 꽃문의 문양을 한층 더 돋보이

도록 하였다. 이브닝드레스의 스커트 양 옆에는 오간자로 기계

주름을 잡아 허리선에서 단까지 연결하고 양쪽 겨드랑이 아래

와 허리선 사이 두 곳과 어깨에는 오간자의 리본을 달아 묶어

옆을 여미면서 동시에 장식 효과도 살렸다. 

  

4.5. 작품 5 

·아이템: 재킷, 스커트

·소재: 스웨드, 실크, 양털

·응용한 꽃문: 용문사 팔모윤장각 꽃문

용문사 대장전 윤장대는 불경을 넣어 둔 책장으로 불단의 좌

우에 두 개가 서있다. 8짝의 문이 모두 정교한 꽃문으로 새겨

져 있으며, 모란, 매화, 국화, 연꽃이 가득 핀 연못과 미늘 무

늬가 돌아가며 새겨져 있으며, 이들 꽃문은 매우 현대적인 느낌

을 주어 현대 의상을 위한 모티브로 활용 가능성이 뛰어나다. 

·해설: 재킷은 작은 쇼올 칼라이고 슬리브는 앞은 인슬

리브, 뒤는 라그란슬리브로 변화를 주었다. 재킷의 소재로 겉감

은 짙은 갈색의 양면 인조세무이며 안에 양털을 대었고 겉감의

문양을 파낸 곳에는 실크를 대어 꽃문의 문양 효과를 한층 더

돋보이도록 하였다. 문양 파내기는 쟈켓의 오른쪽 앞자락, 뒤허

리벨트에 적용하였고, 왼쪽어깨와 소매, 오른쪽 소매 부리에는

꽃문의 문양대로 누볐다. 

스커트는 트럼펫 실루엣의 6조각 고어드스커트이며 뒤 중심

조각에는 꽃문의 문양대로 파내고 안에 실크를 대었으며, 앞 중

심 조각은 꽃문의 문양대로 누볐다. 

4.6. 작품 6 

·아이템: 블라우스, 재킷, 스커트

 

Fig. 5. 기림사 꽃문(관조, 1996,

   p.78). 

   Fig. 6. 작품 3. Fig. 7. 불갑사 꽃문(강순형·

   관조, 1996, p.105).

   Fig. 8. 작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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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데님, 오간자

·사용한 꽃문: 마곡사 대광보전 옆칸 소슬민꽃문

마곡사 대광보전의 꽃문은 다포 8작의 화려한 집 모양에 비

해 꽃문은 단출한 소슬민꽃무늬이어서 서로 살려주는 효과를

내고 있다. 꽃송이 무늬가 없는 소슬민꽃무늬로 민살로만 이루

어져 마름모꼴을 나타내고 있다. 마름모꼴을 만드는 빗살에 잎

사귀무늬만을 새겼는데 잎사귀는 금강저를 단출하게 표현하였다.

·해설: 재킷은 몸판은 잔잔한 꽃무늬가 있는 데님을 띠로 자

르고 그 가운데를 잘라 매잡과처럼 꼬아서 마곡사 대광보전의

소슬민꽃문의 빗살을 이루는 금강저로 표현한 잎사귀의 살대를

표현하였으며 그 아래에 분홍색 오간자를 대어 꽃문의 비치는

효과를 나타내었고 소매는 19세기 여성복의 블라우스와 재킷

에서 보이는 벌룬소매로 풍성하게 표현하였으며 불규칙하게 접

어 열을 가하여 주름 잡았다. 블라우스는 보라색 오간자를 사

용하여 가슴부분에 모란꽃을 그렸으며 불규칙하게 접어 열을

가하여 주름을 잡았다. 

스커트는 재킷과 블라우스에서 사용한 분홍색과 보라색의 오

간자 2겹을 불규칙하게 주름잡았으며 2겹의 스커트 헴 라인은

불규칙하게 잘라 불로 지졌으며 버슬 스타일의 스커트처럼 패

티코트를 이용하여 뒷부분을 풍성하게 부풀렸다. 

 5. 결언 및 제언

불교에서 극락은 꽃비가 흩날리고 그지없는 향내가 나는 새

소리와 갖가지 즐거운 소리가 들리며 맑은 물과 그윽한 숲으로

온갖 꽃들이 피고 나비가 노니는 곳이라 하였으며, 이러한 한

없이 즐거운 곳을 지상에 지어 놓고 누구나 그 곳에 드나들게

하려는 것이 절이며, 꽃문은 이러한 절의 얼굴에 꾸며 놓은 꽃

밭이자 비단 자리라 하였다. 꽃문은 중요한 불교적 의미를 지

닌 동시에 문양 및 색상 등에서 우리나라 전통적인 조형성을

표현하고 있으며 한국 전통 건축의 한 요소로 다른 어떤 모티

브 못지않게 의상 제작을 위한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고 여

겨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꽃문의 형태 특성을 조사하여 의상 제

작 시 활용 가능한 요소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법을

연구하고 한국 전통 사찰에 남아 있는 특징적인 꽃문 6점을 선

택, 응용하여 총 6점의 의상 작품을 제작함으로써 꽃문이 지닌

독창적인 조형미를 현대의상으로 표현하여 한국 전통적 건축

요소와 현대 의상의 접목을 시도하였다. 

사찰의 문은 둘레를 튼튼하게 짠 문틀 속에 살을 질러 넣고

닥종이를 발라 만들게 되며 살은 세로살인 날살과 가로살인 씨

살, 사선인 빗살로 나눌 수 있고 문의 종류는 이 살들이 짜여

진 모양에 따라 7가지가 있으며, 꽃문으로는 우물살문, 빗살문,

소슬살문 등의 살 위에 꽃을 새겨 올린 것과 꽃나무를 통째로

새긴 꽃나무살문 등이 있다. 

꽃문에는 주로 연꽃과 모란 그리고 국화와 매화의 꽃송이와

꽃봉오리를 도안화하거나 사실적으로 나타내었으며 이파리는

모란이나 국화잎사귀를 사용하였고 꽃송이가 없는 민꽃살일때

는 금강저살 무늬로 새기기도 하였으며 꽃나무를 통째로 새기

기도 하고 나비, 새, 물고기 등을 새겨 사실적이고 자연스럽게

장식하였다. 

꽃문의 살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만들어내는 기하학적인 형

태는 단아하면서도 견고한 한국적 면 분할을 나타내고 이들 살

들의 교차점에 얹어진 원, 혹은 타원 모양의 꽃들은 화려하면

서도 뛰어난 조형미를 나타낸다. 꽃문의 살들로 만들어진 뚫려

진 공간은 빛의 비침에 의한 조형적인 아름다움과 변화감을 느

끼게 하며 안쪽에 붙여진 전통 한지인 닥종이와 조화를 이루어

꽃문의 은은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꽃문을 이미지화하여 의상 작품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활용

가능한 요소로는 살, 꽃문양, 살과 닥종이가 만들어 내는 공간

과 비침의 효과로 생각되며 이들을 의상을 통해 표현할 수 있

는 기법들을 연구하였다. 꽃문의 살이 가로, 세로, 대각선 등으

로 서로 엮여져 꽃문의 짜임새를 이루는 모양을 나타내기 위하

여 사용한 기법들은 꽃문의 살 모양과 같이 천을 띠로 잘라

서로 교차시켜 고정하기, 띠 형태로 잘라 슬릿을 내어 전통과

자인 매잡과처럼 꼬아서 볼륨감을 주고 띠가 꼬이면서 천의 안

쪽 면이 겉으로 나와 색의 변화도 함께 느낄 수 있게 하는 매

잡과처럼 꼬기, 꽃문의 살 모양대로 그려서 문양이외의 부분을

  

Fig. 9. 용문사 꽃문(관조, 1996, p.96).  Fig. 10. 작품 5.

  

  

Fig. 11. 마곡사 꽃문(관조, 

   1996, p.49). 

  Fig. 12. 작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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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려내고 꽃문의 살과 꽃문양만이 남도록 하여 안쪽에 다른 천

을 대어 꽃문의 살과 꽃무늬가 도드라져 보이게 하는 오려내기

등이다. 꽃문의 꽃문양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한 기법들은 오

간자와 같은 얇고 투명한 천으로 꽃 만들기, 색과 불륨감을 강

조하기 위하여 부피감 있는 털실을 사용하여 뜨개질하기, 의상

의 한 부분에 꽃의 문양대로 누비기, 오려내기 등이다. 살과 닥

종이가 만들어 내는 공간과 비침의 효과는 살과 꽃문양을 표현

한 겉감의 안쪽에 닥종이처럼 은은하게 투시할 수 있는 투명한

천을 겹쳐 표현하였다. 

제작한 6점의 의상 작품은 꽃문이 갖고 있는 조형적 특성을

이미지화한 것으로 우리 전통 건축 요소를 의상에 접목시켰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나, 우리나라 전통 사찰의 꽃

문을 의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사용한 기법들은 한

정적인 것으로 꽃문이 갖고 있는 다양한 특성을 의상 작품으로

보다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표현 기법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꾸준히 작품을 제작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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