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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통 당초문양을 활용한 텍스타일 디자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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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extile Designs Incorporating Korean Traditional Arabesque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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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interpret the traditional patterns in modern point of view and connect
them to the apparel textile design to use them widely in our real life. For this, a documentary research on the traditional
patterns and arabesque patterns was made first, and then, through the manual and photoshop workings, two apparel tex-
tile designs were suggested. As a result, the followings were acquired: First, the arabesque pattern, which is a traditional
pattern of Korea, has a continuous life power and a natural formative characteristics. In its pattern, there is an abundant
possibility of change. So, it has a wide usability regardless of time and space. As the symbolic image of the arabesque pat-
tern is connected with the instinctive beauty sense of human beings, it has shown the more adhesive affinity that any
other materials. Second, two kinds of textile design were suggested. The motif of work 1, “Fragrance of Woman,” was
the richness and the harmony, and so a lotus arabesque pattern was selected to present its concept, “Classic Elegance.”
The expression technique was to use a manual work and cloths to make it a voluminous one. The motif of work 2, “Green
Field” was to show the clean beauty with a lotus arabesque pattern. Its concept was the “Natural Elegance,” and the
expression technique was to repeat the motif by using the Adobe Photoshop to complete the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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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근래에는 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서 세계 각국은 문화를

국가 발전의 핵심동력으로 간주하여 문화진흥 정책수립과 이에

대해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문화관광부, 2004). 이러한 경향은

텍스타일디자인 분야에서도 적용되고 있어, 세계 여러 나라에

서는 자국의 전통문양을 응용한 다양한 텍스타일디자인을 개발

하여 의류, 패션소품 및 문화상품 등의 재료로 사용함으로써 텍

스타일 상품에 고유한 이미지와 독창성을 부여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한국에도 조형성이 우수한 다양한 전통문양들이 있으며, 한

국 전통문양은 우리 민족의 정서가 깃들어 있는 중요한 문화의

한 요소이며, 우리 민족의 염원과 기원을 담은 상징성이 있고,

또한 우리 민족의 미적 추구를 발휘하는 장식욕구를 표현해주

는 디자인 도구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전통문양에는

동물문양, 식물문양, 자연문양 등 여러 부류가 있으며, 특히 식

물문양 중의 당초문양은 식물의 실제 형체를 본떠서 일정한 형

식으로 도안화한 것이며, 줄기가 뻗어나가면서 다른 것을 감아

올라가는 덩굴풀 모양을 형상화한 것이다. 당초문양은 연속적

으로 파생되어 자유롭고 율동적으로 표현되어, 다른 문양에 비

해 강한 리듬감을 주며 패턴화 함에서도 변화가능성이 풍부하

여 도자기 직물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당초의 뻗어나가는

넝쿨에서 지속적인 생명력을 느끼게 하며, 이러한 상징적 이미

지는 인간의 본능적인 미의식과 일맥상통하므로, 다른 소재보

다 끈끈한 친화력을 주며, 자연스러운 조형적 특성을 지니고 있

어 현대인들의 정서에도 잘 부합되는 소재로 인식되고 있다.

당초문양에 관한 선행연구에는 박영희(2005, 2006)의 당초문

양의 감성이미지에 관한 연구 및 당초문양의 선호도에 관한 연

구, 이은철(2005)의 당초문양을 응용한 도제 다관 개발, 송윤경

(2006)의 당초문양을 이용한 Jewelry 손목시계 디자인, 정수정

(2007)의 당초문양을 응용한 머리 장신구 개발, 손강아(2007)의

당초문양을 활용한 현대적 장신구 디자인, 차정화(2006)의 당

초문양을 이용한 도자제 합 개발, 이상이(2002), 김민경(2004),

한수경(2005) 등의 당초문양을 응용한 의상디자인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이들 선행연구들 중에는 당초문양 자체에 대한 연구

와 도자기, 장신구 등에 당초문양을 적용한 연구들이 많으며,

당초문양을 펠트기법, 브레이딩 기법 등으로 의상디자인에 응

용한 선행연구는 소수 있으나, 어패럴용 텍스타일디자인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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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연구는 매우 미진한 상태이다. 

어패럴 상품에서 실루엣, 디테일 등 패션디자인 요소가 상품

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어패럴 소재의 텍스타일디

자인에 따라 상품의 이미지, 독창성 등 부가가치가 많이 달라

진다. 특히 오늘날의 어패럴 소비자는 개성, 독창성, 차별성 등

을 중시하는 경향이 높으므로, 이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한

국의 고유한 전통문양을 응용한 어패럴용 텍스타일디자인 개발

을 들 수 있으며, 어패럴 상품의 차별화와 고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을 것이다(장수경·김재숙, 2000).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고유한 감성과 차별화된 의류상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부가가치와 국제경쟁력이

높은 어패럴 텍스타일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하여, 나아가서는 한

국의 문화를 홍보하고 또한 한국의 섬유패션산업의 국제경쟁력

을 높이기 위하여, 한국 전통문양과 당초문양에 대해 문헌적 고

찰을 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당초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해

석하여 어패럴 텍스타일디자인을 제안하였다. 

2. 연구 방법

2.1. 한국 전통문양 및 당초문양의 문헌적 고찰

2.1.1. 디자인 모티브 자료 수집

당초문양을 응용한 텍스타일 디자인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로 삼기 위하여, 한국 전통문양 및 당초문양에 대해 문헌 및

논문들을 통해 고찰하였으며, 참고한 문헌들은 Table 1과 같다.

2.1.2. 고찰내용 및 자료처리방법 

고찰내용은 한국전통문양의 개념과 소재에 따른 분류, 당초

문양의 의미, 발달, 형태, 당초 복합문양 등이며, 이들 내용에

대해서 대표적 이미지를 제시하고 요약·정리하였다. 

2.2. 디자인 제안 

2.2.1. 디자인 제안방법

한국 전통 당초문양을 응용한 어패럴용 텍스타일디자인 2 작

품을 제안하였으며, 핸드 드로잉 및 CAD 시스템(포토샵 등)을

활용하여 디자인작업을 행하였으며 이들 결과물을 포토폴리오

를 제시하였다.

2.2.2. 디자인 제안내용 및 과정

먼저 각 작품의 모티브로 응용할 당초문양을 한국 전통 문

양 자료집에서 발췌하여 선정하였으며, 작품 별로 타깃(Target)

과 컨셉(concept)을 설정하고 라이프스타일 맵(Life style Map)

과 이미지 맵(Image Map)을 제시하고, 타깃과 컨셉을 고려한

색채계획을 행하여 컬러 맵(Color Map)을 제시하였다. 선정한

주문양인 당초문양과 다른 보조문양들을 복합하여 모티브를 여

Table 1. 한국 전통문양 및 당초문양에 관한 선행연구

번호 저자(출판년도· 발표년도) 제 목 / 논 문 제 목 출판사/학회지
1 신영훈(1975) 한국의 문양 동아 일보사
2 이선화(1991) 텍스타일 디자인 미진사

3 곽태기, 양수영 (2001)
Adobe Illustrator 9.0 을 이용한 의류용 텍스타일 디자인 개발 
-전통문양의 캐릭터화 사례를 응용하여

복식문화연구

4 허균(2004) 전통 문양 대원사

5 박영희(2005)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당초문양의 감성이미지
한국복식학회 
 Vol.55, No.6 

6 박영희(2005)
당초문양의 특성변인에 따른 감성이미지
 -표현유형, 문양배열, 적용대상, 구매욕구, 연령을 중심으로-

한국의류산업학회지, Vol.7, No.2,

7 박영희(2006)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른 당초 문양의 선호도
복식문화연구, 
 Vol.14, No.6,

8 이은철(2005) 당초문양을 응용한 도제다관 개발연구 
공주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 송윤경(2006) 당초문양을 이용한 Jewelry 손목시계 디자인연구 
서울산업대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 차정화(2006) 전통 당초문양을 응용한 도자제 합 개발에 관한 연구
호남대 산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 정수정(2007) 당초문양을 응용한 머리 장신구 개발 연구
조선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 손강아(2007) 당초문양을 활용한 현대적 장신구 디자인 연구 
국민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3 이상이(2002) 고려 청동은입사향완의 당초문양을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이화여대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4 김민경(2004)
통일신라시대 기와의 당초문양을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 펠트 제작기법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5 한수경(2005)
고려청자의 당초문양을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 브레이딩 기법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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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형태로 전개하여 작품1은 모티브를 대칭배열으로 작업하였

고 작품2는 사각 격자 형태의 사각구성으로 작업하여 다양한

표현기법으로 묘화하고, 패턴화하여 기본 패턴을 완성하였으며,

완성된 텍스타일디자인으로 제조되는 최종제품인 어패럴에서의

텍스타일디자인의 효과를 예측해 보기 위하여 CAD시스템을

활용한 여성어패럴 화보에 맵핑작업으로 착장 시뮬레이션을 행

하였다. 끝으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3종

의 컬러웨이(color way)를 행하였다.

3. 연구결과 및 고찰 

3.1. 한국 전통문양 및 당초문양의 문헌적 고찰

3.1.1. 한국 전통문양

3.1.1.1. 한국 전통문양의 특징 

전통문양은 그 나라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옛날부터 그 민

족의 역사 속에 이어져 내려오는 무늬의 양식과 총체를 의미한

다(신영훈,1975). 우리 민족도 대자연의 질서에 조화롭게 순응

하면서 풍부한 상상력과 재능을 발휘하여 아름답고 다양한 문

양들을 창조하여, 생활의 다방면에 활용했으며, 이러한 전통문

양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활용되고 있다. 한국의 전통문양에

는 자연에 대한 외경과 신령스러운 정감이 깃들여 있고 이상세

계에의 동경, 행복의 기구, 애정의 충만, 길상의 축원 등이 담

겨 있으며 태양과 달이 함께 뜨고 지며 사계절의 화초들이 동

시에 피고 지는 환상의 세계가 펼쳐져 있다. 또한 그 속에는

아기자기한 장식 미와 더불어 우리 민족 고유의 미의식과 정서

가 살아 숨 쉬고 있다(허균, 1995). 

3.1.1.2 한국 전통문양의 소재에 따른 분류 및 상징성

한국 전통문양은 소재에 따라 기하문양, 동물문양, 식물문양,

자연문양 등으로 분류한다. 기하문양은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문양을 말하며, 삼각문양, 사각문양, 문자문양, 번개문양, 방사

선문양, 톱니문양, 원문양, 타원문양, 동심원문양, 소용돌이문양

등이 있으며 원시시대에서부터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주

술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중국을 비롯한 동양에서 두

루 사용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태극기, 부채, 건

물의 문 등으로 광범위하게 태극문양이 다양하게 사용되었으므

로, 한국 전통문양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다. 동물문양은

청동기 시대의 암각화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고대인의 자연

환경과 자연을 숭배함에서 비롯되며 삼국시대의 고분벽화 및

고분출토유물 등에서 나타나며 통일신라시대에는 십이지신상이

대표적이며 조선시대에는 십장생문 등에 완성된 형상으로 표현

되었으며 민간신앙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발전했다고 한다

(이선화, 1991). 문양 소재로 사용된 동물에는 용, 학, 원앙, 귀

면, 사슴, 잉어, 봉황, 거북이 등이 있다. 자연문양의 소재로는

해, 달, 바위, 산 등이 있으며, 일월도무양, 일월오악도문양 등

과 같이 대개는 다종의 자연물을 조합해서 표현된 경우가 많으

며 회화, 가구, 도자기, 자수, 목공예품 등의 장식 문양으로 널

리 사용되었다. 

식물문양의 소재에는 화초류 및 과실류 등이 있으며, 모란문

양은 중국에서 유래되었고, 화초류문양 중에 으뜸으로 여겨졌

으며, 부귀와 화평을 상징한다. 연화문양은 삼국시대에 불교와

함께 중국으로부터 전래되었는데, 청정을 상징하며, 기와, 장식

품 등에 널리 시문되었다. 사군자 문양은 군자의 기상에 비유

되는 네 가지 즉 매난국죽(梅蘭菊竹)을 사용한 문양을 말하며,

매화는 용기와 고결을, 난초는 우정과 고아함을, 국화는 장수를,

대나무는 곧은 의지를 각각 상징하며, 포도문양은 포도당초문

을 의미하며, 중국 당시대에 우리나라에 전래되었으며, 다남(多

男), 다산(多産)을 상징한다. 또한 한국의 대표적 식물전통문양

의 하나로 당초문양을 들 수 있는데, 상상의 초화인 당초의 줄

기와 덩굴에 의해서 뻗어나가는 형태로 중심문양이 구성되었다

(최승연 외3, 2006).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한국 전통문양 중에서 당초문

양이 덩굴인 당초의 속성이 오래도록 끊이지 않고 이어지기 때

문에 ‘쉬지 않고 살아가는’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 장수, 끈

기, 뻗어나감 등의 상징의 문양으로 널리 사용되었으며, 또한

연꽃, 포도, 국화, 모란 등과 함께 복합문양으로도 다양하게 활

용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당초문양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활용한

어패럴 텍스타일디자인을 개발하였다.

3.1.2. 당초문양에 대한 문헌적 고찰

3.1.2.1. 당초문양의 의미 및 발달

당초(唐草)라 함은 원래 “당나라 풍”의 “이국풍”의 덩굴이라

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당초문양은 일반적으로 넝쿨 식물의

실재적인 생태를 본떠서 일정한 형식으로 도안화시킨 장식무늬

의 한 유형을 말한다. 이와 같은 형식의 문양은 덩굴의 속성이

길게 끊이지 않고 이어져 있고 오래 살기 때문에 '쉬지 않고

살아가는'의 의미가 있어 끈기, 이어짐, 장생 등의 상징성을 가

지고 있다. 이러한 넝쿨 문양 양식은 특별히 중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며, 그 기원은 매우 오래되었고, 분포상태도 매우 광

범위하다. 즉 이러한 형식의 문양이 고대 이집트에서 발생하여

그리스에서 융성하였고, 기원전 4세기 경 알렉산더 대왕의 동

정과 함께 동방에 전래되어 페르시아의 사산왕조(Sasan王朝)에

와서 보상당초문 형식이 성립되었다 이러한 서방계의 넝쿨 문

양 형식이 중국의 육조시대(六朝時代)에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

국에 전래되었으며, 불교문화의 융성과 더불어 새롭고 완성된

장식 문양으로 발전하였고, 그 후 북제(北齊)에서 수·당시대

에 걸쳐서 중국 감숙성 돈황과 용문석굴 및 운강석굴 등에 영

향을 미친 불교미술의 양식으로 융성하였으며 특히 북위대에

화려하게 나타났다.

한국에는 이러한 넝쿨 형식의 문양이 중국에서 불교가 전래

되면서 함께 도입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공예품의 제작이 활발

히 전개되었다. 삼국시대 범종에 당초문양이 연꽃문양과 보상

화문양 등과 함께 새겨져 있으며, 고구려 고분벽화에는 소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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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꽃받침 위에 부채모양으로 핀 측면형의 화문이 구름형식에

혼성되어 있고, 이와 같이 당초화된 구름형식은 백제 미술 전

반에서 나타나며 백제 관형과 장신구 등에서 보인다. 통일신라

에는 당초문양이 와전문양과 각종 금공품의 의장요소에서 더욱

화려한 양상을 보이며, ‘금은평탈 보상화무늬 거울’ 등에 시문

되었고, 이 시기에는 포도당초, 보상당초, 모란당초, 연화당초,

국화당초, 석류문 등의 새로운 식물문 요소가 성행하였고, 동물

문 양상이 당초 형식에 혼성되어 좌우대칭 형식으로 구성되어

더욱 화려한 의장적 양상을 보여준다. 고려시대에는 보상당초

문 형식이 계승되어 각종 불교미술에 나타나고 있으며, 불교의

국교로 제정으로 불교적 성향이 농후해져 청동거울 및 금은제

장신구들에 당초문양이 시문되어 화려한 귀족적 미를 뒷받침

해주었다 조선시대에는 유교의 영향으로 화려한 불교적 당초문

양 대신에, 간략하면서 회화 풍의 당초문양이 도자기 등에 청

화, 철회, 진사, 상감 등 시문기법으로 묘사되어 소박한 민화적

장식 의장문양의 성격으로 띄게 되었다(정수정, 2007). 

이와 같이 당초문양은 아프리카,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서아

시아, 페르시아 등의 서방과 동방, 인도, 중국과 한국, 일본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다양하게 사용되었으며(허균, 2004) 한국에

는 중국으로부터 전래되었으나 우리 민족성, 사회성, 풍토성 등

이 가미된 한국의 고유한 당초문양이 전통문양으로 전해 내려

오고 있다. 

3.1.2.2. 당초문양의 지역에 따른 분류 및 특징

① 서방계 당초문양

당초문양은 지역에 따라 서방계와 동방계로 분류되며, 서방

계는 그리스의 안테미온계(Anthemion)와 아라비아의 아라베스

크계(Arabesque)로 구분되고 있다. 안테미온계 당초문양은 고

대 그리스 식물문양에서 기원되며, 로터스(Lotus), 팔메트

(Palmette) 및 아칸서스(Acanthus)로 구분된다. 로터스당초는 양

잎이 길게 뻗어 나온 형식으로 로터스를 파상선이 유동하는 당

초에 결합한 것이며, 아칸서스당초는 인동당초문양이라 불리며

'S'자형으로 연속되는 유동적인 문양형식이고, 팔메트당초문양

은 인동당초문양의 모체라 할 수 있다. 아라베스크계(Ara-

besque) 당초문양은 아라비아인에 의해 만들어진 오리엔트 장

식문양이며, 그리스의 아칸서스, 즉 인동당초의 반(反) 팔메트

형을 소용돌이 형태 곡선의 연속문양으로 구성한 것이다(송윤

경, 2006).

② 동방계 당초문양

동방계 당초문양은 훼룡문계, 팔메트문계, 엽형문계, 결합문

계로 분류되고 있다. 훼룡문계는 천사상으로부터 유래한 운문

식과 용문식의 당초이며, C자형의 공 같은 형태의 유절(有節)

이 특징이다. 중국에서는 전국시대 이래로 공상적 괴운(怪雲)문

과 유운(流雲)문을 복합시켜 동물문식 만초(蔓草)로 변용하여

사용했으며 우리나라의 고대 미술에 최초로 표현된 형식이기도

하다. 훼룡문계 당초문양은 고구려의 고분벽화에서 볼 수 있으

며, 그 중 초기의 것은 중국 전통적인 계보에 속하는 당초문

형식이 많으나, 쌍문총 벽화부분의 S자 곡선을 주축으로 유절

을 여러 곳에 가진 훼룡문계 당초문은 S자 곡선이 불규칙적으

로 배치되고 선이 강하게 표현된 중국 당초문과는 다른 감정을

보이고 있다.(유근준, 1971). 팔메트문계 당초문은 팔메트형의

꽃모양에 S자형의 부드러운 식물의 줄기를 결합시킨 것으로 고

대 이집트의 연꽃에서 시작된 공상적인 꽃문양이다. 이 당초문

은 S자형의 파상곡선과 팔메트계인 부채꼴 모양의 꽃을 결합

하는 구성양식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임영주, 1977). 엽형문계

는 C자형과 팔메트문과의 복합된 형으로 보이며 이 형태는 통

일신라시대부터 주로 사용되기 시작하여 시대를 거듭할수록 다

양하게 추상화되어 자유로운 파상곡선의 잎 모양으로 단순화된

팔메트문과 결합하여 표현되었다. 이와 같이 엽형 당초문은 꽃

과 접속시킴이 없이 만초(蔓草)형의 당초문으로, 매우 단순하지

만 선의 기교에 따라 얼마든지 아름답게 나타낼 수가 있다. 고

려시대에 와서 아라베스크의 영향으로 더욱 활발한 율동감을

표현하게 된다. 결합문계는 모란, 연화, 국화 등의 꽃과 결합되

어 줄기 역할을 하게 되는 형식으로 꽃과 잎을 연결시켜 율동

적인 조화를 이루게 하는 공간구성요소로 쓰인다. 삼국시대에

는 주로 대상당초의 형식이었던 것이 고려시대에 전승된 후에

는 대상형을 지양하고 당초문으로 변하게 된다. 이러한 문양은

통일시대의 와당에 처음 나타났으며 연화 당초문, 모란 당초문,

국화 당초문 등은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서 와서 더욱 많이 나

타난다. 당초문계는 줄기를 기하학적 곡선으로 묘사되므로 줄

기에 꽃과 잎 등을 접속시킨 형태로 대상적 또는 상징적 모티

브로 점점 많이 장식화 하였으며, 이러한 표현은 어느 민족이

든 고미술 초기에 많이 나타났다(차정화, 2006).

3.1.2.3. 당초복합문양

당초문양이 단독으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다른 동식물 등과

조합하여 복합문양으로도 널리 사용되었다. 당초복합문양을 신

석기 시대부터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인간이 자신의 안

전을 희구하는 인간 본래의 본능에서 비롯하여 생존, 안락, 행

복을 기원하는 주술적 또는 종교적 의미가 있으며, 사실적 또

는 추상적으로 표현되었다. 대표적 당초복합문양에는 연화당초

문양, 모란당초문양, 포도당초당초, 국화당초문양 등이 있다(손

강아, 2007).

① 연화 당초문양

연화는 초화, 수화, 군자화이라고도 하며, 늪이나 연못에서

자라지만 오염에 물들지 않는 속성이 있어 불교에서 청정, 대

자대비, 청결 등을 의미하여, 불교의 교리와 연관시켜 초탈, 보

리, 정화, 속세에 때 묻지 않는 청정한 정토 등의 관념적 상징

과 태양과 같은 신앙적 상징을 가지며, 불교공예나 조각품의 장

식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연뿌리와 연꽃줄기가 서로 얽혀 있는

것은 형제애, 연꽃 열매와 씨앗은 자식을 많이 가지기를 소망

하는 다산을 상징하여, 유교적인 소원과 관련되어 연화문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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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서도 길상문양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② 모란 당초문양

모란은 예로부터 부귀를 상징하는 꽃이며 부귀화로도 불리

며, 요염하고 수려한 아름다움을 시나 고사로 전해지기도 하며,

부귀, 행복, 성실, 여성 등을 상징한다. 한국 전통사회에서는 결

혼식 때 모란꽃 병풍을 쳐서 변치 않는 사랑을 나타내기도 하

였으며, 주로 여성들이 즐겨 사용하였으며, 사회계급이 엄격했

던 조선시대에서도 상하계급의 구별 없이 그림과 가구, 도자기

나 나전칠기 등의 무늬로 많이 사용되었다. 여성들이 즐겨 사

용하는 문양임에도 불구하고 최대의 길상적인 의의를 지니며

애용되었고, 단독으로 쓰이기보다는 당초문양의 형식과 함께 모

란당초문양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③ 포도 당초문양

포도 당초문양은 서역에서 유래되어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

에 들어왔으며 특히 통일신라시대 유물에 많이 나타난다. 포도

당초의 무한하게 뻗어 있는 덩굴은 만대 또는 자손만대라 하여

장생, 다산, 다손을 의미하고. 주렁주렁 열린 포도송이는 다남

의 소원과 부합되어 당초문양과 함께 길상문양의 소재로 널리

사용되었다.

④ 국화 당초문양

국화는 매, 난, 국, 죽과 함께 사군자로 불리며 절개 있는

선비의 모습에 비유되었고 장수의 의미도 있다. 노장사상에 의

해 신선의 꽃으로 여겨져 시문소재에 널리 사용되었다. 그 꽃

이 지닌 향취와 장수성으로 풍부한 청춘의 이미지를 보여주며

다남, 다복 등의 길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민간 신앙에

잠재하고 있는 불교적 사조가 선비사회에 영향을 미쳐서 당초

와 복합하여 국화 당초문양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전통문양에는 당초문양과

여러 꽃과 줄기를 결합시킨 다양한 당초 복합문양이 있으며, 당

초문양을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보다는 단조롭지 않고, 율동성

이 있고 다양한 상징성이 있어 널리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란 당초문양 및 국화 당초문양을 응용한

어패럴 텍스타일디자인을 개발하여 제안하였다. 

3.2. 당초문양을 응용한 어패럴용 텍스타일디자인 제안 

3.2.1. 작품 1

작품 1의 제목은 “여인의 향기”, 여성 외출용 어패럴을 위한

Fig. 1. 연화 당초문양의 예

Fig. 2. 모란 당초문양의 예

Fig. 3. 포도 당초문양의 예

Fig. 4. 국화 당초문양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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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로 텍스타일디자인을 제안·개발하였으며 핸드 드로잉으

로 작업하였다. 작업 과정은 주 모티브 선정 및 묘화, 타깃 및

컨셉 설정하고 타깃의 라이프스타일 맵 및 컨셉의 이미지 맵을

제시하고, 색채계획을 행하여 컬러 맵을 제시하고, 모티브들을

전개하여 패턴화를 행하여 텍스타일디자인을 완성하고, 최종상

품을 시뮬레이션 해보았으며, 끝으로 컬러웨이를 행하였다.

3.2.1.1. 주 모티브 선정<Fig. 5> 

주 모티브로 당초문양과 부귀, 행복, 성실, 여성 등을 상징하

는 모란을 조합한 모란당초문양으로 선정하고, 한국 전통문양

집(안상수, 1992)과 문화원형사이트(www.culturecontent. com)

에서 발췌하여 주 모티브로 사용하였다. 
 

3.2.1.2. 타깃 설정 및 라이프스타일 맵<Fig. 6>

모란 당초문양이 상징하는 부귀와 행복을 추구하면서, 주어

진 여건에 성실히 임하는 전통적이면서 우아한 감각을 가진 30

대 여성을 타깃으로 설정하였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 상승을 위

해 투자하며, 여유를 즐기고 고미술을 사랑하며 클래식하고 고

급스런 취향을 가지고 있다. 상품의 브랜드 명성보다는 고품격

디자인을 선호하며 자신의 취향이 확고하다.

3.2.1.3. 컨셉 설정 및 이미지 맵<Fig. 7>

“Classic Elegance”로 설정하였으며 전통적이면서도 현대 패

션의 트렌드인 우아함을 가미하고자 시도하였다. 설정한 컨셉

에 부응되도록 한국 전통문양인 모란당초문양을 현대적 시각에

서 재해석하여 오늘날 패션 감각에 부합되도록 표현하였다.

3.2.1.4. 색채계획 및 컬러 맵<Fig. 8>

전통적 시각에서의 모란은 붉은 색 계통이지만, 이를 탈피하

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기 위하여 주조색을 2008 S/S 유행색

정보를 참고하여 네이비 컬러로 하였으며, 본 작품의 컨셉인

“클래식하고 우아함”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골드컬러를 강조색

으로, 노랑, 하늘색, 주황색, 녹색 등을 보조색으로 사용하였다. 

3.2.1.5. 패턴화 및 텍스타일디자인 완성<Fig. 9>

배경의 완만한 곡선을 노끈으로 표현하여 면을 구획하고(Fig

9의 a), 구획된 면에 모티브를 바탕 곡선에 자유롭게 배치하고

채색(Fig 9의 b)하여 반복단위를 완성하고(Fig 9의 c), 반복단

위를 1차로 좌우로 대칭 배열을 한 다음(Fig 9의 d) 이를 다

시 상하로 대칭 배열로 하여 텍스타일 디자인을 완성하였다(Fig

9의 e). 

3.2.1.6. 착장 시뮬레이션 

패션잡지의 투피스 및 원피스드레스 이미지에 제안한 작품

을 맵핑하여 작품1이 어패럴 소재로 사용되었을 때의 효과를

예측해 보았으며, 작품1의 착장 시뮬레이션 결과는 <Fig 10>

Fig. 5. 작품1의 주 모티브(모란 당초문양)

      

Fig. 6. 작품1의 라이프 스타일 맵 Fig. 7. 작품1의 이미지맵 Fig. 8. 작품1의 색상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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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3.2.1.7. 컬러웨이<Fig. 11>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네이비 블루 계

통, 올리브그린 계통 및 자주색 계통의 3 종으로 컬러웨이를

행하였다.

3.2.2. 작품 2 

작품 2의 제목은 “초원”이며, 여성 외출용 어패럴을 위한 용

도로 텍스타일디자인을 제안·개발하였으며 Adobe Photoshop

을 이용하여 작업하였다. 작업 과정은 주 모티브 선정 및 묘화,

타깃 및 컨셉 설정하고 타깃의 라이프스타일 맵 및 컨셉의 이

미지 맵을 제시하고, 색채계획을 행하여 컬러 맵을 제시하고,

모티브들을 전개하여 패턴화를 행하여 텍스타일디자인을 완성

하고, 최종상품을 시뮬레이션해 보았으며, 끝으로 컬러웨이를

행하였다. 

3.2.2.1. 주 모티브 선정<Fig. 12>

주 모티브는 연꽃당초문양으로 선정하였으며 한국문화콘텐

츠진흥원에서 발췌하여 다양하게 응용하였다. 즉 당초문양을 둥

글게 사실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당초가 꼬여져 있는 느낌을

주도록 약화적으로 묘화하고 황토색 톤으로 채색하여 당초의

뿌리의 형태를 묘사하였고, 그린톤으로 채색하여 당초의 줄기

Fig. 9. 작품1의 반복단위 배열하여 패턴화

Fig. 10. 작품1의 착장 시뮬레이션

Fig. 11. 컬러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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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묘사하였다.
 

3.2.2.2. 타깃 설정 및 라이프스타일 맵<Fig. 13>

자연적이며 우아한 감각을 추구하고, 자유와 이상과 일을 더

중요시하며 당당하게 살려는 욕구가 강하며, 웰빙, 휴양림 등에

관심이 많으며, 자신의 행복을 위해 환경을 창조적으로 변화시

키는 경향이 있는 30대 여성을 타깃으로 설정하였다 

3.2.2.3. 컨셉 설정 및 이미지 맵<Fig. 14>

컨셉을 “Nature Elegance”로 설정하였으며, 자연적이며 우아

한 귀족적 럭셔리함을 의미한다. 전통의 이미지에서 가져다주

는 고상함과 현대적인 구도가 어우러져 자연스럽고 우아하게

표현하고자 시도하였다.

3.2.2.4. 색상 기획 및 컬러 맵<Fig. 15>

네츄럴한 분위기의 그린톤과 땅의 느낌을 주기 위해 황토색

을 사용하였고 그리고 보조색상으로는 커피색과 겨자색등으로

사용하였다. 
 

3.2.2.5. 패턴화<Fig. 16> 및 텍스타일디자인 완성<Fig. 17>

당초의 줄기와 뿌리로 묘사한 모티브가 교체되게 배치하고

(Fig 16의 a), 포인트로 사실적으로 묘화한 둥근 당초문양(Fig

16의 b)을 사선방향으로 배치하고 부채꼴모양의 부 모티브(Fig

16의 c)를 대각선방향으로 조합하여 반복단위를 완성하였으며

Fig. 12. 작품2의 주 모티브(연꽃당초문양)

      

Fig. 13. 작품2의 라이프스타일 맵 Fig. 14. 작품2의 이미지 맵 Fig. 15. .초원의 색상 맵

   

Fig. 16. 패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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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의 d) 완성된 반복단위를 사각배열로 전개하여 패턴화

하여 텍스타일디자인을 완성하였다. 패턴화과정은 <Fig 16>과

같다.

3.2.2.6. 착장 시뮬레이션<Fig. 18> 

패션잡지의 투피스 및 원피스이미지에 제안한 작품을 맵핑

하여 착장 시뮬레이션을 행하여 작품2를 어패럴 소재로 사용

하였을 때의 효과를 예측해 보았다.

3.2.2.7. 컬러웨이<Fig. 19>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녹색계통 파랑

계통 및 빨강계통의 3 종으로 컬러웨이를 행하였다.

4. 결 론
 

첫째, 한국 전통문양은 일반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전래되었으

나, 우리 민족의 미적 감각에 의해 다듬어지고 우리의 생활문

화에 동화·재창조되어, 다른 나라의 전통문양과 쉽게 구분되

는 특징적인 양식을 가지고 있다. 한국 전통문양에는 기하문양,

동·식물문양, 자연문양, 인물문양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되며,

한국인의 멋과 정서가 고유한 조형감각으로 여과·형성되어 한

국 고유한 독자적인 조형적 특성과 상징성 및 기원 등을 담고

있다. 

둘째, 당초문양은 넝쿨식물의 생태를 일정한 형식으로 도안

화한 장식무늬 유형의 하나이며, 덩굴의 속성에 근거하여 끈기,

이어짐, 장생 등을 상징한다. 넝쿨문양 양식은 고대 이집트에서

발생하여 그리스에서 융성하였으며, 아프리카, 시리아, 메소포

타미아, 서아시아, 페르시아 등의 서방의 여러 지역에서 발달되

었고, 동방에 전래되어 인도, 중국 등에서 발전되었다. 한국의

당초문양은 중국의 불교가 전래되면서 함께 도입 되었으나. 우

리의 민족성, 사회성, 풍토성 등이 가미되고 시대에 따라 변천

하면서 한국 고유의 당초문양이 전통문양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당초문양은 지역에 따라 서방계와 동방계로 분류되는데,

서방계 당초문양은 고대 그리스 식물문양에서 기원하며, 그리

스의 안테미온계와 아라비아의 아라베스크계로 구분되고, 안테

미온계는 로터스양식, 팔메트양식 및 아칸서스로 세분되고, 동

방계는 훼룡문계, 팔메트문계, 엽형문계, 결합문계, 당초문계로

분류되며, 문양의 구분에 따른 특징이 있다. 당초문양이 다른

동식물문양 등과 조합한 복합문양으로도 널리 사용되었으며, 당

초복합문양은 사실적 또는 추상적으로 표현되었고 연화당초문

양, 모란당초문양, 포도당초당초, 국화당초문양 등이 대표적이

며, 인간의 생존, 안락, 행복을 기원하는 주술적 및 종교적 의

미가 담겨 있다. 

셋째, 한국 전통 당초복합문양을 활용하여 여성 어패럴용 텍

스타일디자인 2 작품을 제안하였다. 작품1의 제목은 “여인의

Fig. 17. 작품2의 완성된 텍스타일디자인

Fig. 18. 작품2의 착장 시뮬레이션

Fig. 19. 컬러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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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 한국 전통문양의 모란당초문양을 활용하여, “Classic

Elegance”의 컨셉으로, 전통적이면서 우아한 감각을 지닌 30대

여성을 위한 외출복용 텍스타일디자인을 제안하였고 색채기획

에서 2008 S/S 유행색 중의 하나로 제안된 네이비로, 골드컬러

를 강조색으로, 또한 노랑, 하늘색, 주황색, 녹색을 보조색으로

사용하여 “클래식하고 우아한” 이미지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작품2의 제목은 초원”이며, 한국 전통문양의 연꽃당초문양을

활용하여 “Nature Elegance”의 컨셉으로, 자연적이고 우아한

감각을 추구하는 30대 여성을 위한 외출복용 텍스타일디자인

을 제안하였고 색채기획에서 네츄럴한 분위기의 그린톤과 땅의

느낌을 주기 위해 황토색을 사용하였고 그리고 서브 색상으로

는 커피색과 겨자색등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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