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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our world is becoming more and more globalized, nations tend to turn their interests

towards their unique legacy and traditional culture.

This research is intended to re-illuminate the Korean beauty through the Lotus Pattern, a

traditional factor, from the Chosun Dynasty, and at the same time, analyze how its peculiar

representation and figural elements can be reflected in modern fashion designs. The results

will be an essential factor in creating exclusive and original designs.

Research method was theoretical research from documents and to refer to positive data

on preserved relics, and research contents consists of analysis on the use of lotus

patterns in artworks that were exhibited during 2000 to 2008 by Korean and foreign artists.

Results showed that lotus patterns that were used during the Chosun Dynasty are

categorized by shape, composition form, and structural form. Applying these results, a total

of 8 works were designed and cre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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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I.

현대사회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동양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전.

세계가 년 베이징 올림픽을 주목하였고 동양에2008 ,

대한 관심도 커졌다 이러한 추세는 패션계에서도.

나타나 오리엔탈리즘을 부각시켰다 패션에서의 오.

리엔탈리즘은 서양에서 바라본 중국 일본 인도 그, ,

리고 한국과 같은 동양의 이국적 취향을 반영한다.

현대 패션 디자인에서 한국 전통문양의 활용은 독

창적이고 차별적인 요소로 사용 되고 있다 전통을.

현대화시키기 위한 요소 중 문양은 본래 인간의 시

각적 언어이며 한 민족의 정신세계를 반영한 조형예

술의 한 분야로서 시대와 민족에 따라 특징적 양상

을 보인다 따라서 한국의 전통문양을 활용한 디자.

인 개발은 국제화 시대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

는 가치 있는 일이다.

특히 오늘날 복잡한 현대문명 사회에서 조선 시대

연화문은 종교적이고 장식적인 의미를 디자인에 부

여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을 응용한 디자인은 그 고.

유성과 독창성으로 글로벌사회에서 차별성을 보여준

다 그러므로 조선 시대의 전통문양이 패션과 접목.

되어 한국의 전통이 세계 패션 시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개발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조선시대의 연화문을 통

하여 한국적 아름다움을 재조명함과 동시에 문양이

지닌 고유의 상징성과 형태적 요소가 현대 패션 디

자인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작품 제

작을 통하여 디자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하.

여 개발된 패션 디자인 작품이 세계문화에 걸 맞는

오리엔탈 룩을 창출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논문의 연구 방법은 문헌 고찰을 통한 이론적

연구와 보존 유물의 실증적 자료를 통해 조선시대에

표현된 연화문의 특성 분석으로 이루어졌다 문헌자.

료로 각종 단행본과 학위 논문 패션 전문 잡지 신, ,

문과 인터넷 등이 활용되었다 박물관과 전시관을.

통한 실물자료는 사진을 통하여 제시되었다.

이론적 배경.Ⅱ

연화문의 기원과 상징성1.

연화문의 기원1)

연화는 수련과에 속하는 수생의 초본식물로서 늪

이나 못에서 자라 월에 꽃이 핀다 연화는 인도7,8 .

가 원산지이며 이집트 티벳지역을 비롯 중국과 일

본 대만 그리고 한국 등 동양권에 고르게 재배되고,

있다 동양에서 연화는 오래전부터 불교의 상징적인.

꽃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불교의 성립 이전부터.

인도와 이집트에서 신성시되어 여러 가지 미술품에

연화가 도안화되어 널리 이용되었다 장식문양의 발.

전은 이집트에서부터 알려져 왔다.

이집트 제 왕조 카프리4 (Knafre, B.C 2900-2 750)

의 조상에 통일 이집트 년경 의 상징인 파(B.C 3200 )

피루스와 연화가 새겨진 왕좌가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이집트에서는 기원전부터 왕실의 꽃으로 국가를

상징하고 상대 이집트의 표상으로 연화가 쓰여 졌음

을 알 수 있다.

한편 인도에서는 가장 오래된 문헌인 리그베다

에서 연화는 우주만물의 창조의 상징으(Rig Veda)¹‧ ⁾
로 비유하였고 광명의 꽃생명의 꽃이라는 사상이‧
불교 이전부터 인도 신앙에 깊이 뿌리 박혀있음을

알 수 있다.

연화 장식이 불교유적에 처음 나타난 것은 기원전

세기 경 제작된 석주의 수하연판주두인데 그 후3 ,

바르후트 조각과 산치탑문에서 볼 수 있(Bharhut)

다.2)

불교성립 후에는 더러운 물이나 진흙 구덩이에서

자라지만 물에도 진흙에도 더럽혀지지 않아 오니에

물들지 않는 청정의 상징으로서 부처의 세계를 공양

하는 꽃으로 비유되어 왔으며 연화의 이러한 속성을

불교의 교리와 연결시켜 초탈 보리 정화 등 관념, ,

의 상징으로 간주하였다 중국의 중앙아시아를 통하.

여 불교가 전래되면서 연화양식도 함께 전해졌는데

후한대 초기 명제때 불교미술을 따라 사엽화 인동, ,

문이 부분적으로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 하였다.

이상과 같이 연화는 고대 문명권을 중심으로 신화

적 종교에서의 장식적인 문양에서 발전하여 인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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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지로 한 불교의 상징으로 장식되었으며 불교의

전파와 함께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전해지게 된다.3)

연화문의 상징성2)

연화는 오랜 세월 동안 폭넓게 사용되어온 식물문

양 가운데 하나로 불교 이외에도 이집트 그리스, ,

메소포타미아 인도 등 고대 문명의 원천을 중심으,

로 신화적 종교에서 나타나고 다시 불교에서 쓰여지

게 되었는데 그 신화적 종교나 불교에서의 연화는,

공통된 상징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

고대 이집트에서의 연화는 재생과 창조를 담당하

는 이집트 신화의 대지의 신 오시리스가 들고 있으

며 태양은 연화에서 태어나 왕관을 쓰고 연화 속에,

앉아있는 젊은이로 묘사되고 있다 따라서 연화는.

태양을 상징하는 신성시한 문양 중의 하나로 절대군

주를 의미하는 권력자를 나타내는 것이다 연화는.

이집트의 국화이며 국왕의 대판식 때 파피루스와,

함께 신에게 반드시 바쳐지는 꽃이었다.

한편 인도에서 연화에 대한 인식은 고대 신화의

광명의 신 비쉬누 의 존재로부터 시작된다(Vishnu) .

힌두교와 관련하여 태양신 슈라 의 소유물 중(Surya)

의 하나가 연화이며 태양이 변해서 된 창조주 비쉬,

누 의 배꼽에서 나온 꽃으로 존재하는 모든(Vishnu)

것을 잉태하는 상징으로 간주하고 있다.4) 이것은 태

양신이 떠오르는 것과 같이 연화가 재생환생하는‧
것을 상징으로 이집트와 인도에서 공통으로 나타난

다.

불교의 전래 이후 중국에서 연화는 천체나 태양을

상징하는 존재로 보는 기존 관념과 직접 부처를 나

타내거나 천상존재를 탄생시키는 불가사의한 존재로

인식하는 새로운 시각이 병존하며 상호 영향을 주었

다.5)

또한 중국에서 한대 화상석에 새겨진 일월상도와

삼족오 두꺼비가 들어 있는 원곽의 둘레에 엽 연, 8

화로 표현되고 있음을 볼 때 해와 달이 모두 연화,

로 상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러운 흙탕물 속에서도 깨끗한 꽃을 피운다 는“ ”

연화의 속성은 불교뿐만 아니라 유교에서도 군자의

청빈과 고고함에 비유되었고 도가에서는 팔선 가운

데 하나인 하선고가 항상 지니고 다니는 신령스러운

꽃이다 이는 환경이 어려운 집안에서 훌륭한 인물.

이 나거나 악한 환경에 물들지 않고 성취했음을 가

리켜 하는 말이다 연화가 갖는 이러한 상징성은 명.

분을 중요시하게 여기었던 조선시대 사대부에 영향

을 미쳐 정원에 연못을 두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면,

집 뜰에 넓적한 자배기에라도 연을 길렀다고 한다.6)

이상과 같은 연화문은 고대 문명의 원천을 중심으

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불교미술에서는 매우 넓게 상

징적 의미를 지니고 벽화 석탑 불상의 대좌와 광, ,

배 기타 공예품 등에 장식되어 상징적인 문양으로,

사용되었다.

연화문의 형태적 특성과 유형2.

연화문의 형태는 위에서 본 형태와 옆에서 본 형

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위에서 본 형태는 엽 엽, 4 , 6

혹은 엽의 화판이 모여 하나의 만개한 모양을 이룬8

형태이고 화판 중앙에 자방이 표현된 형태이며 대개

엽 엽 엽 엽 등이 일반적이고 이외에 특수6 , 8 , 12 , 16

한 경우는 엽 엽 엽 등의 변화형도 간혹 찾7 , 11 , 13

아볼 수 있다 또한 이 밖에도 만개한 모양의 연화.

는 중생의 성불을 연봉우리는 성불하기 전의 청정,

함을 의미하며 위에서 본 형태와 옆에서 본 선형, ,

그리고 연화 가지를 사실적으로 표현하여 연줄기와

잎까지 표현된 하연형과 인동이나 당초문과 결합하

여 장식된 연화도 있다.

옆에서 본 형태는 연꽃의 화판만으로 이루어진 장

식무늬로 소위 연판 형식으로 되어있다 또한 연판.

양식은 화판 끝이 어느 쪽을 향했는가에 따라 화판

끝이 위로 향한 앙련과 아래로 향한 복현이라고 하

며 표현형식은 연화문을 구성하는 연판자체의 형식

에 따라 단판 복판 중판으로 구분된다, , .

단판은 한 개의 꽃잎으로 된 것을 말하며 복판은,

한 개의 꽃잎인데 화판의 중앙에 종선이 있어 화판

이 좌우로 나누어지고 그 가운데 각각 혀 모양의 돌

기 장식이 있는 형식이며 중판은 꽃잎이 두 겹 이,

상 겹쳐져 있는 형식으로 분류된다.7)

조형상의 분류1)

도상형(1) ( )圖像形



조예석 간호섭 /․ 조선시대 연화문 을 모티브로 한 현대패션디자인 연구( )蓮花紋

119

연화를 사실적으로 표현하되 꽃잎의 수나 형태를,

비교적 단순화시켜 나타낸 것으로 대부분 기하학적

인 양식을 보인다 와당이나 도자기 사찰의 단청. ,

등의 도안이 여기에 속한다.

그림 분청사기 상감연지문 매병< 1>

- Korean art book, p.350

위의 그림< 1>8)은 도상형의 한 예로 도자기에서,

연화문의 형태를 단순한 선으로 통일시켜 간결한 형

태로 나타내고 있다.

사실형(2) ( )事實形

연화를 실제와 같은 형태 즉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을 말하는데 조선시대의 경우 주로 민화에서 그

표현이 두드러진다.

그림 청화백자 문방문 접시< 2>

- Korean art book, p. 75

위의 그림 는 사실형의 한 예로 도자기에 연< 2>

화를 음각 또는 투각으로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추상형(3) ( )抽象形

연화형태의 공통적인 부분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축소 생략함으로써 표현한 것을 말하며 도자기의, ,

분청사기와 장신구에서 주로 보여진다.

그림 분청사기 조화절지문 편병< 3>

- Korean art book, p.410

위의 그림 은 추상형의 한 예로 연화의 형태< 3>

가 극도로 단순화되어 꽃잎 뿐 아니라 잎이나 가지

의 형태마저도 원형을 벗어난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

다.

구성 형태상의 분류2)

절지형(1) ( )折枝形

가지형이라고도 하며 뿌리부분을 제외한 줄기부,

터 꽃잎 가지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요소를 나타낸,

형태를 말한다 꽃과 잎이 옆에서 본 형태로 되어있.

으며 여러 문양과 복합적으로 표현하는 경우에 사,

용된다.

그림 흥우협의 보공용 옷감< 4>

- 우리나라 전통무늬 직물1 , 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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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 4>9)는 절지형의 한 예로 줄기부터 꽃

잎 가지 등과 함께 꽃과 잎이 옆에서 본 형태로 되,

어 있으며 보배무늬와 함께 표현되고 있다.

단위형(2) ( )團位形

흔히 단화라고 하는 것으로 원 안에 꽃을 배치하,

는 방법인데 주로 기와와 단청 장신구에 많이 사용,

되었다.

아래의 그림< 5>10)는 단위형의 한 예로 원 안에

꽃잎이 단순하게 표현되어 도식적인 형태를 띄며 대

칭적인 구도를 갖고 있다.

그림 노리개< 5>

- 우리 옷과 장신구, p. 146

넝쿨형 넝쿨(3) ( )形

꽃 봉오리 열매 줄기 잎 등을 조합하여 한‧ ‧ ‧ ‧
파장선의 줄기에 엮어 화려한 효과를 주는 형태를

말한다 절지형과 비슷한 형식으로 주로 옆에서 본.

형태의 꽃잎으로 직물에 화려하게 표현되는 예가 많

다.

그림 이언충의 저고리< 6>

- 우리나라 전통무늬 직물1 , pp.58-59

위의 그림 은 넝쿨형의 한 예로 한 파장선의< 6>

줄기에 연꽃을 자형 넝쿨이 감싸고 있고 세 종류C

의 잎사귀가 여백 안에 자리 잡고 있다.

구도상의 분류3)

충전형(1) ( )充電形

대상 전체 면에 문양을 가득 채우는 것을 뜻하며

대부분 연속적인 문양으로 표현된다.

아래의 그림< 7>11)은 충전형의 한 예로 직물 전

체에 연화가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남오성의 직물< 7>

- 한국직물문양 이천년, pp.280-281

산점형(2) ( )散點形

장식하려는 표면에 같은 단위면적으로 나누어 그

안에 단위문을 배치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때 단위.

문은 한 종류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두 종류,

이상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다.12)이러한 형은 주로

직물에 많이 표현된다.

그림 청주한씨의 치마< 8>

- 우리나라 전통무늬 직물1 , pp.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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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 은 산점형의 한 예로 모양이 다른< 8>

두 종류의 연화를 한 줄씩 엇갈리게 배열하여 같은

단위면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회화형(3) ( )繪畫形

주로 사물을 그대로 그리듯이 묘사하여 그 자체를

장식문양으로 사용한 것을 말한다 회화형의 연화문.

은 같은 면에 모든 문양을 동시에 표현하기 보다는

여러 면으로 나누어 장식하여 보여진다.

아래의 그림< 9>13)는 회화형의 한 예로 서정적인

풍경이 담겨있는 민화에 도식적이지 않고 자유자재

로 표현되고 있다.

그림 민화< 9>

- Korean art book, p.160

조선시대 유물에 나타난 연화문3.

그림 백자 상감 연당초문< 10>

- Korean art book, p.73
그림 청화백자 진사< 11>

연화문 항아리

- Korean art book, p.273

그림 분청사기 철화< 12>

연화문 항아리

- korean art book, p.436

조선시대의 연화문은 과거에 비해서 사용하는 범

위가 다소 적어지기는 했으나 조선시대의 도자기,

전통직물 민화 그리고 장신구에서 연화무늬의 다양,

한 활용을 엿볼 수 있다.

도자기1)

조선시대 도자기에 표현된 연화무늬를 살펴보면,

조선초기의 분청사기에서 기법상의 특징에 따라 다

양하게 표현되나 넝쿨형 만큼이나 절지형도 보여진

다 다시 말해 부분을 장식할 때는 절지형식을 전. ,

체를 장식할 때는 넝쿨형식을 사용한다 절지형식의.

경우 조선후기의 실학사상과 조선회화의 영향으로

사실적인 형태의 문양들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

다.

아래의 그림 그림 그림 는 조< 10>, < 11>, < 12>

선시대 연화문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도자기의 예이

다.

전통직물2)

조선시대 직물에 사용된 연화문은 대체로 사실적

인 형태로 표현되었는데 특히 지문으로 된 경우 연,

화의 꽃술까지 섬세하게 보여진다 또한자수에 의한.

표현은 외곽선을 강조하는 단순한 형태지만 색을,

통한 꽃잎의 농담표현이 특징적으로 표현되어진다.

그리고 금박으로 문양을 나타냈을 경우에는 단순하

고 생략된 모습으로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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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으로 표현된 연화문은 여러 무늬가 한 단위로

구성된 경우가 많고 비교적 사실적으로 표현된 것,

을 볼 수 있다 반면 자수로 표현된 연화무늬는 색. ,

의 농담표현에 의해 입체적인 경향은 띄지만 금박,

과 같이 주로 도안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의 그림 그림 그림 는< 13>, < 14>, < 15> 조

선시대 연화문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직물의 예이다.

민화3)

조선시대 민화에 나타난 연화는 조합에 따라 그림

에 내포된 상징적 의미가 달라지며 주로 사랑받는,

주제로 줄기차게 그려졌다.

연화도는 대부분 갈대와 수초등과 함께 화사한 연

화로 그려지되 하단에 각종 물고기뿐 아니라 게나,

새우등을 망라한 어해도를 연화 위로 해오라기 제, ,

비 청호반새 등 조류를 등장시킨 삼단구도로 이루,

어진 정형화들이 있다.14)

그림 출처미상의 당의에< 13>

표현된 연화문 패턴

- 우리나라 전통무늬 직물1 ,

pp. 68-69

그림 청주 한씨의 치마에< 14>

표현된 연화문 패턴

- 우리나라 전통무늬 직물1 ,

pp. 50-51

그림 연안김씨의 단령에< 15>

표현된 연화문 패턴

- 우리나라 전통무늬 직물1 ,
p. 53

그림 조선시대 연화도< 16> 1

- Korean art book, p.160
그림 조선시대 연화도< 17> 2

- Korean art book, p.150
그림 조선시대 연화도< 18> 3

- Korean art book, p.155

아래의 그림 그림 그림 은 조< 16>, < 17>, < 18>

선시대 연화문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민화의 예이다.

장신구4)

조선시대에는 대표적으로 장신구를 많이 사용하던

시대이다 그 중 연화는 고유의 상징성을 뜻하여 만.

들어진 장신구이며 전반적으로 조금씩 사용되어졌,

다.

장신구에서 연화는 직물처럼 주로 자수와 금박에

의해서 나타났으며 뒤꽂이와 같은 비녀에서는 연화.

를 단순화시켜 입체감 있게 표현한 것들이 두드러지

게 보인다.

아래의 그림 그림 그림 는 조< 19>, < 20>, < 21>

선시대 연화문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장신구의 예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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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연봉 뒤꽃이< 19>

- 우리 옷과 장신구, p.98
그림 안경집< 20>

- 우리 옷과 장신구, p.167
그림 노리개< 21>

- 우리 옷과 장신구, p.146

조선시대 연화문이 표현된.Ⅲ

현대패션디자인

조선시대의 연화문은 도자기 전통직물 민화 그, ,

리고 장신구의 유물에 많이 표현되며 종교적이고,

장식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현대패션디.

자인에서 연화문은 정확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며

전체 또는 특정부분에 조금씩 응용되어 나타나는 것

을 볼 수 있다 이에 조선시대 연화문을 조형상의.

분류 구성형태상의 분류 구도상의 분류로 나누어, ,

그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연화도< 22>

- Korean art book,

p. 160

그림< 23> Andre Kim

(08~09 F/W) -Korea
Pret-a-Porter Busan

조형상의 분류1.

도상형1)

조선시대 연화도인 그림 는 연화를 사실적이< 22>

면서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다 꽃잎의 끝은 뾰족하.

게 위로 올라가며 연분홍 색상을 포인트로 하여 화

려하면서 여성적으로 보여진다 이 그림에서 표현된.

연화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의 작품에서An dre Kim

유사하게 표현되고 있다.

은Andre Kim 08~09 Korea Pret-a-Porter Busan

에서 작품 그림 의 남성 슈트 드레스에 아F/W < 23>

플리케 기법으로 연화를 전체적으로 감싸고 있는 것

을 볼 수 있다 아플리케 기법의 연화문은 꽃잎의.

끝이 뾰족하면서 다양한 방면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보라색상을 포인트로 사용하여 장식적인 효과가 돋

보인다.

사실형2)

조선시대 연화도인 그림 는 연못위로 많은< 24>

연화들이 붉은색을 띄며 활짝 피어올라있는 것을 보

여준다 연화는 위에서 본 정면의 형태를 취하고 있.

으며 빨강과 분홍 색상을 중심으로 표현되었다 또.

한 꽃잎의 수가 많아 화려하고 풍성하게 보여지는

모습이 의 작품과 비슷하다Matthew Williamson .

은Matthew Williamson 07 S/S New York Collection

에서 작품 그림 의 민화풍의 그림을 사실적으< 25>

로 프린팅 한 것을 볼 수 있다 연못 위가 아닌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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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안에서 떠다니는 모습은 위의 그림과 상반되나

꽃잎의 수가 화려하고 풍성하게 원피스 전체에 자리

를 잡고 있으며 빨강과 분홍 색상을 포인트로 한,

연화의 이미지가 연결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연화도< 24>

- Korean art book,

p. 160

그림< 25> Matthew

Williamson (07 S/S)

-New York

추상형3)

그림 청화백자< 26>

문방문 접시

- Korean art book, p.75

그림< 27> Moschino

(04 S/S) -Milan

그림 는 청화백자 문방문 접시로 한줄기의< 26>

연 잎과 연화가 활짝 피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무성하고 큼지막한 연 잎들은 마치 연 잎이

무거워서 아래를 향하는 듯한 형태이다 이러한 연.

잎의 형태를 의 작품과 연결시켜 볼 수 있Moschino

다 는 에서 작품. Moschino 04 S/S Milan Collection

그림 의 연잎들이 위와 아래를 향해 활짝 펴져< 27>

있는 프린팅을 쉬폰 소재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비치는 소재의 투명한 바탕에 두 가지 색조로 연 잎

을 표현하였는데 여기에서 청화백자 문방문 접시에,

서 보여지는 연 잎과 같은 이미지가 수묵의 느낌으

로 연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구성형태상의 분류2.

절지형1)

그림 감자금니< 28>

묘법연화경 표장

- 우리나라 전통무늬1

직물, pp.58-59

그림< 29> Unique

(06 S/S) -Paris

감지금니묘법연화경의 표장 직물인 그림 은< 28>

줄기와 꽃이 연결되어 넝쿨을 만들고 있으며 바탕과

문양의 색의 대비가 강하여 두드러져 보인다 꽃잎.

이 과장되게 표현되어 장식적이고 화려하게 보이는

데 이러한 점으로 보아 의 작품과 부분적으, Unique

로 연결 될 수 있다.

는 에서 작품 그Unique 06 S/S Paris Collection <

림 의 연화문을 의상에 줄기와 꽃잎 그리고 가29>

지 등을 프린팅 하였으며 중앙선을 기점으로 분해,

하여 비대칭적으로 표현하였다 흰색과 주황색를 사.

용함으로써 색의 대비가 강하게 두드러지며 장식적,

이고 화려하게 보여진다.

단위형2)

그림 은 노리개이며 노리개의 중간부분에< 30> ,

단위형으로 연화가 수놓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연화.

꽃잎의 끝부분에만 수를 놓아 간단하면서 입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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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나타난다 이러한 연화의 전체적인 느낌이.

의 의상에서도 유사하게 보여진다Marella Ferrera .

는 에서Marella Ferrera 08-09 A/W Haute Couture

작품 그림 의 드레스의 몸판 부분을 레이스로< 31>

떠서 만들었다 레이스의 무늬는 다이아몬드 형으로.

나누어지고 그 다이아몬드 안에 단위형으로 연화문,

양이 유사하게 새겨져있음을 볼 수 있다 연화문은.

두 가지 종류로 다이아몬드 안에 하나씩 들어가며

연화문이 어긋나게 배열되어 입체적인 느낌이다.

그림 노리개< 30>

- 우리 옷과 장신구,

p. 146

그림< 31> Marella

Ferrera (08-09 A/W)

-Haute Conture

넝쿨형3)

그림< 32>

청주 한씨의 치마

- 우리나라 전통무늬1
직물, pp. 50-51

그림< 33>

Valentio(06 S/S)

-Milan

조선 직물인 그림 는 청주한씨의 치마무늬로< 32>

연화문을 꽃 봉오리 줄기 그리고 잎을 조합하여, ,

한 파장선의 줄기로 엮어 표현하고 있는데,

의 작품과 연결시켜 볼 수 있다Valentino .

는 에서 작품Valentino 06 S/S Milan Collection

그림 의 드레스에 전체적으로 연화의 조합을< 33>

넝쿨로서 나타냄으로써 유사성을 가진다 금색 바탕.

위에 하늘색과 흰색의 연화를 프린팅하여 더욱 화려

하게 보여진다.

구도상의 분류3.

충전형1)

그림< 24>

이언충의 저고리

- 우리나라 전통무늬1

직물, pp.58-59

그림< 35> Cacharel

(04-05 A/W)

-Paris

조선 직물인 그림 의 이언충의 저고리는 연< 34>

화문을 중심으로 줄기들과 함께 매워져 있다 만개.

형의 연화문을 보았을 때 의 코트와 유사하Cacharel

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는 에서 작Cacharel 04-05 A/W Paris Collection

품 그림 의 코트의 전체 면에 만개형의 연화를< 35>

가득 매움으로써 그림 와 유사성을 가진다 이< 34> .

언충의 저고리에서 표현된 연화가 코트에서 회색의

색상으로 연속적으로 프린팅 되어 전체색상을 보았

을 때 색의 대비가 선명하게 보여진다.

산점형2)



패션비즈니스 제 권 호14 1

126

조선시대 연화도인 그림 는 짙은 초록 색상< 36>

의 연잎이 율동감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의 작품과 연결시켜 볼 수 있Isabel Marant

다 는 에. Isabel Marant 00-01 A/W Paris Collection

서 연잎의 형태를 중심으로 니트에 전체적으로 배열

한 것이 그림 과 유사성을 보인다 작품 그림< 36> . <

에서 빨강과 노랑에 톤의 변화를 줌으로써 겹겹37>

이 겹치는 느낌과 방향성이 다른 형태가 율동감을

나타낸다.

그림 연화도< 36>

- Korean art book,

p. 160

그림< 37> Isabel

Marant (00-01 A/W)

-Milan

회화형3)

그림 청화백자< 38>

산수연어문 떡메병

- Korean art book,

그림< 39> Moschino

(04 S/S) -Milan

그림 은 청화백자 산수연어문 떡메병으로 연< 38>

화가 흩날리는 한 폭의 그림 같은 민화 풍으로 시문

되어 있다 연잎이 넓게 퍼져 바람에 흔들리는 듯한.

모습이 의 작품의 연화와 비슷한 것을 볼Moschino

수 있다.

는 에서 작품Moschino 04 S/S Milan Collection

그림 의 연화를 회화처럼 그리듯이 묘사하였< 39>

다 바람에 흔들리 듯 한 느낌을 주기 위해 줄기를.

휘게 그렸으며 연화를 과장되게 표현하면서 에메랄

드 컬러를 포인트로 하여 시선을 유도하고 있다.

작품제작.Ⅳ

작품제작1.

최근 오리엔탈리즘의 영향으로 각 나라는 고유의

유물과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조.

선시대의 연화문은 도자기 전통직물 민화 그리고, ,

장신구의 유물에 많이 표현되며 종교적이고 장식적,

인 의미를 나타낸다 현대 패션디자인에서 연화문은.

의상의 전체나 특정부분에 조금씩 응용된 사례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요소에만 치중하여 보편.

성과 대중성이 결여된 경우가 많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의 연화문을 의상의

전체적인 실루엣과 장식적인 효과에 중점으로 활용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한국적 아름다움을 재조명하

고자 한다 모티브의 구체적인 전개는 도자기 전통. ,

직물 민화 장신구의 형태를 그대로 형상화하여 디, ,

테일의 한 구조로서 이용되었다.

작품1) Ⅰ

본 작품은 조선시대 연안 김씨 묘에서 출토된 연

화넝쿨무늬를 모티브로 하여 제작하였다 연화의 주.

된 색상인 흰색과 연분홍색의 투피스로 구성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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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얇은 울 실크의 블라우스와 하이 웨이스트의 스,

커트로 곡선을 자연스럽게 살려주며 여성미를 부각

시켰다 구성형태상에서 단위형에 따라 연화를 단독.

으로 확대하여 스커트의 중앙에 시문하였다 단위형.

문양에서 볼 수 있는 정교하면서 심플한 느낌을 표

현하기 위해 연화문양의 외곽선을 컷팅하였다 이에.

은색의 실크를 컷팅한 라인 뒤에 덧붙여 색상 대비

와 함께 스커트의 색상보다 한 톤 밝은 분홍색 실로

스티치를 놓아 강한 포인트를 주었다.

작품2) Ⅱ

본 작품은 조선시대 분청사기 박지 연화문 편병의

연화문을 모티브로 하여 제작하였다 흰색의 코트로.

구성하였으며 망사실크 소재에 주름을 잡아 소매에,

풍성한 볼륨감을 표현 하였다 라인의 거친 가죽소. A

재의 코트에 부드러운 망사실크를 결합함으로써 은

은한 여성미가 돋보인다 조형상에서 도상형에 따라.

코트 앞 전체 면에 연화를 단순화시켜 나타냈다 도.

상형 문양에서 볼 수 있는 깔끔하면서 간결한 느낌

을 표현하기 위해 코트 색상보다 한 톤 밝은 색상의

리본 끈에 주름을 정교하게 넣어 입체적으로 만들었다.

작품3) Ⅲ

본 작품은 조선시대 세기 후반에 나타난 연꽃월18

계넝쿨무늬의 당의를 모티브로 하여 제작하였다 분.

홍색의 원피스로 구성하였으며 소매에는 펄 실크,

소재에 잔잔한 기계주름을 넣어 풍성한 소매를 연출

하였다 포인트로는 네크라인을 중심으로 구성형태.

상의 절지형에 따라 보상화풍의 연화문과 넝쿨을 단

순화시켜 간결하게 표현하였다 또한 이를 반복적으.

로 순서를 바꿔주며 자수기법으로 시문함으로써 현

대적인 실루엣에 고전적인 느낌이 가미되어 단아하

게 표현되었다.

작품4) Ⅳ

본 작품은 조선시대 민화 중 연화도의 일부분을

모티브로 하여 제작하였다 회색의 코트로 구성하였.

으며 연화의 느낌을 카라에서는 셔링을 넣어 연 잎,

을 입체적으로 표현하였고 안단에서는 아플리케와

자수를 같이 사용하여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조형상.

의 사실형에 따라 보여지는 면보다는 보일 듯 말 듯

한 안단에 연화도를 사실과 같이 시문함으로써 연화

의 정교함이 보여진다 연화는 꽃잎이 활짝 펴져있.

는 연화와 꽃잎이 떨어지려하는 연화 두 가지를 안

단에 부분적으로 컷팅 하였으며 자수도 같이 놓아,

입체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작품5) Ⅴ

본 작품은 조선시대 직물 중 청주 한씨의 치맛감

에 보이는 연화문을 모티브로 하여 제작하였다 짙.

은 회색의 원피스로 구성하였으며 가슴 부분에는,

구김과 펄감이 있는 쉬폰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여성

적인 느낌을 나타내며 연화의 화려함을 안감이 비치

는 효과와 빛에 따라 변하는 느낌으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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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피스 상체의 중앙에는 연화문을 패치워크와 라

인자수기법으로 조형상의 사실형에 따라 전개하였

다 연화문의 라인을 컷팅 한 후 뒤에 갈색의 천을.

덧대고 그 위에 라인을 두르면서 전체적으로 부분,

과 부분이 서로 연결감이 있도록 하여 자연스러워

보인다.

작품6) Ⅵ

본 작품은 조선시대 직물 중 청주 한씨의 치맛감

에 보이는 연화문 중 또 다른 연화무늬를 모티브로

하여 제작하였다 진한 베이지색과 짙은 회색의 투.

피스로 구성하였으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상의에,

연화무늬를 포인트로 두었다 아플리케 기법과 스티.

치 자수기법을 중심으로 조끼에 전개하였다 구성형.

태상의 넝쿨형에 따라 연화문과 넝쿨을 정교하고 섬

세하면서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아플리케는 스커.

트와 같은 색상으로 사용함으로써 전체적인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아플리케 주변을 두 가.

지 색상의 실로 두껍게 수놓아 입체감이 느껴지도록

하였다.

작품7) Ⅶ

본 작품은 조선시대 직물 중 상원사 문수보살상을

개금할 때 발견한 겹저고리의 연화문과 조선시대 연

화도를 모티브로 하여 제작되었다 은색의 이브닝드.

레스로 구성하였으며 그물망의 소재를 이용하여 구,

도상의 회화형에 따라 연화도에서 보여지는 수묵의

느낌을 표현하였다 전체적으로 직물에서 측면으로.

표현된 연화는 꽃잎의 끝이 뾰족하며 가운데 연밥이

보이는 연화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연화도에서 보

이는 연화는 일반적인 연화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

의 형태를 보여지는대로 묘사하되 드레스의 앞면에

그물망의 소재를 잡아당겨 강약을 조절하면서 회화

풍의 느낌을 연출하고자 하였다.

작품8) Ⅷ

본 작품은 분청사기 상감 연 당초문의 연화문을

모티브로 하여 제작하였다 분홍색의 이브닝드레스.

로 구성하였으며 구성형태상의 절지형에 따라 리본,

끈의 장식재료 하나로 줄기 꽃잎 그리고 가지를 드,

레스 앞면에 여러 가지 느낌으로 변형하여 정교하게

의상에 나타내었다.

또한 드레스의 패턴을 여덟 개로 절개 하여 끝이

길고 동그랗게 퍼지도록 하여 정면에서 바라본 만개

한 연화를 표현하였다.



조예석 간호섭 /․ 조선시대 연화문 을 모티브로 한 현대패션디자인 연구( )蓮花紋

129

표 작품 계획표< 1>

작품

번호
모티브 문양종류 형태성 구성 기법 소재 색상 실루엣

1

연안김씨의

단령

- 우리나라
전통무늬1
직물,
p. 5

단위형
Blouse,

Skirt

레이저컷팅

자수기법

울실크

공단실크

White

Pink

2

분청사기

박지연화문

편병

- Korean art
book, p.419

도상형
Half

Coat

셔링기법

리본주름

인조가죽

망사실크
White

3

출처미상의

당의

- 우리나라
전통무늬1
직물, pp.
68-69

절지형
One-

piece

기계주름

자수기법

공단실크

쉬폰
Pink

4

민화 연화도( )

- Korean art
book, p.154

사실형
Half

Coat

셔링기법

자수기법

아플리케

자수컷팅

쉬폰

코듀로이

Silver

Gray

5

청주 김씨의

치마 1

- 우리나라
전통무늬1
직물, pp.
50-51

사실형
One-

piece

자수기법

셔링기법

패치워크

레이저컷팅

쉬폰

멜톤
Gray

6

청주 김씨의

치마 2

- 우리나라
전통무늬1
직물, pp.
50-51

넝쿨형
Vest,

Skirt

아플리케

자수기법

핀턱기법

공단실크

Beige

Dark-

G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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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1>

작품

번호
모티브 문양종류 형태성 구성 기법 소재 색상 실루엣

7

문수보살상의

겹저고리

연화도

-한국직물문
양 이천년,
p.280. p.281.

회화형
Evening

Dress

리본주름

주름잡기

공단실크

실크
Siver

8

분청사기 상감

연당초문 병

- Korean art
book, p.354

절지형
Evening

Dress
리본엮기

실크

리본
Pink

결론.Ⅴ

오늘날 오리엔탈리즘이 부각되면서 문화적 전통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오리엔탈리즘.

은 서양에서 바라본 중국 일본 인도 그리고 한국, ,

과 같은 동양의 이국적 취향을 반영한다 이러한 오.

리엔탈리즘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세계의 문화적 조

류로서 자리 잡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한국의 전통적

인 문화가 받아들여져야 된다 한국의 전통문양 중.

의 하나인 조선시대 유물에 나타난 연화문이 현대

패션디자인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사례분석을 통

하여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작품을 제작을 하였으8

며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시대 연화문의 이론적 배경을 고찰한,

결과 연화문은 역사에 등장한 유서 깊은 식물로 다

양한 형태로 발전하여 조선시대에 불교적이며 장식

적인 요소로 유물에 사용되어 화려하면서 대중적으

로 쓰였다.

둘째 조선시대 유물에 사용된 연화문의 형태는,

조형상 구성형태상 그리고 구도상으로 분류되었다, .

도자기에서는 도상형과 추상형 전통직물에서는 절,

지형과 넝쿨형 민화에서는 사실형과 회화형 그리고,

장신구에서는 단위형에서 그 형태가 많이 보여진 것

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년부터 년까지 국내외 콜렉션에, 2000 2008

발표된 패션 디자이너의 작품에 나타난 연화문 분석

을 통해 연화문이 현대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경우

가 의상의 일부분 혹은 전체에 간헐적으로 나타났

다 디자인에 표현된 기법은 연화문의 특성상 자수. ,

프린팅 그리고 실크스크린 등이 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작품제작에서 조선시대 연화문을 의상의, 8

전체적인 실루엣과 장식적인 효과를 위하여 활용하

였다 전자에서는 실루엣의 고전적인 면과 현대적인.

면을 동시에 표현하려고 하였고 후자에서는 수공예,

기법을 사용하여 연화문의 재생과 환생의 상징성을

나타내는데 중점을 두었다 소재는 연화의 느낌을.

잘 살릴 수 있도록 Silk, Chiffon, Synthetic Leather,

등을 사용하였으며 장식 재료는 리본끈을Gauze-silk

사용하여 입체적인 효과를 나타내었다 색채는 연화.

문에 주로 표현되는 바탕을 중심White, Pink Color

으로 를 로 사Silver-gray, Gray, Beige Point Color

용하였다 기법은 수공예적인 기법과 기계적인 기법.

을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전통적인 감각과 현대적인

감각을 고루 나타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패션디자인에서 조선시대 연화문이 새

로운 전통적 양식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영

역이며 단순히 감상의 대상만이 아닌 귀중한 문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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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임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오리엔탈리즘의 하.

나로써 패션산업에서 조선시대 연화문이 현대적인

감각과 동시에 한국의 전통적 가치를 높이는데 사용

되어 한국 고유의 문화적 가치를 함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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