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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aditional culture could be a wonderful source of inspiration for creative design. Tteoksal, the stamps used 

for making decorative patterns on traditional rice-cakes, have been used and passed on to generations to show 

the emotions of our ancestors. Numerous traditional patterns found in Tteoksal can be used to better understand 

and transmit tradition in modern way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fashion cultural products with 

a modern sensibility by understanding the origin,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Tteoksal and its patterns. The 

method of this study was through considering the proceeding studies and the references published by a specialist 

and museums having some information about further knowledge on Tteoksal. In line with the aforementioned 

study, neckties, eco-friendly bags and pouches were developed as fashion goods. Among the Tteoksal's patterns 

selected were lotus, bats, 樂 letters and complex patterns. Using a computer graphic software program such 

as Adobe Illustrator CS5, archetypes of patterns were traced as vector graphics, and two design motives were 

developed in every pattern. The patterns were developed into two types: one was a basic pattern faithful to 

a basic motive pattern, and the other was a varied type that was changed and applied. The fashion products 

were developed as two styles for basic and varied patterns for neckties, eco-friendly bags and pouch items. 

Twelve products were made for each pattern, which totals 48 unique products. In conclusion, the study could 

be a critical step to better understand the traditional culture and its influence to the patterns applied to modern 

fashion design.

Key words: Tteoksal(떡살), fashion-cultural product(패션문화상품), design development(디자인 개발), tradi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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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론

21세기에는 문화를 기반으로 한 창의적 사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많은 선진국들이 문

화유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대적 시각에서 자

국의 전통문화를 재조명하고 해석하고 있다. 오랜 

역사를 통해 체득된 선조들의 얼과 정신은 전통문

화 속에 내재되어 현대까지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

고 있으며, 특히 디자인 분야에서 전통문화는 창작

을 위해 필요한 훌륭한 자양분이 되고 있다. 

전통 생활 공예품인 떡살은 우리의 선조들이 떡

을 꾸미기 위해 사용한 생활도구로 조상에게 제사

를 지내거나 흥겨운 잔칫날에 빠지지 않았던 필수

품으로 한민족의 정서가 스며있는 문화유산이다.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 ‘당장 먹을 떡에도 살 

박아 먹으렸다’라는 옛 속담처럼 우리의 선조들은 

떡살에 새겨진 문양으로 떡을 아름답게 장식하

고, 일상의 소망과 기원을 표현하 다. 이처럼 떡살

은 먹는 음식에서도 아름다움을 추구한 우리 선조

들의 미적 감각과 풍류를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전

통문화인 것이다. 

떡살의 문양에는 우리의 전통문양이 포괄적으로 

나타나며, 문양의 소재 또한 기하학적인 도형이나 

동식물, 문자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문양은 집단적

인 가치 감정의 상징물로 구성원의 현실적 욕망과 

이것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주술적인 성향이 내재

되어 있다. 우리의 전통문양은 선조들의 생활정서

와 고유의 미의식이 살아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으

로 현대까지 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민속문양개

발사업의 일환으로 의례음식문화와 연관된 중요한 

민속자료인 떡살의 실측 및 도안화 작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비슷한 시기에 장상교1)가 떡살 문양의 

의미와 이용관행 , 전승양상에 대한 고찰을 통해 

민속학 분야에서 떡살의 역사와 문양에 대해 연구

하 다. 떡살의 문양을 디자인에 활용한 연구는 

장신구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져 , 오지
2)

, 김신

정3), 정장미4) 등이 금속재료를 활용한 액세서리 

디자인을 개발하 다. 의상 디자인 분야에서는 김

은숙
5)
이 패치워크 기법을 이용하여 떡살 문양의 

현대화를 시도하 고 , 이지
6)
은 패치워크 , 누빔, 

아플리케를 이용해 떡살 문양을 현대화 하 다. 

한편 , 하승연7)은 떡살문양을 자수, 프린트, 누빔, 

비딩 등의 기법으로 이용한 웨딩드레스를 , 이연주
8)
는 니트웨어의 모티브 개발에 떡살문을 활용하

다 . 그러나 디지털화가 일상화된 현 시점에서 

디지털 캐드 프로그램을 활용한 연구는 아직 부족

한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전통문양의 보고인 떡살

을 고찰하고, 이를 현대적 감성과 조화시킨 패션문

화상품을 개발하는 것이다. 떡살문양은 도장과 같

이 찍어내기 위해 도식화하여 단순하게 표현되며, 

다양한 전통문양이 포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디자인화 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떡살

의 모티브를 추출하고 이를 패턴으로 전개하면서 

모티브의 기본 형태에 충실한 기본형과 기본 형태

를 응용, 변화시킨 변화형 디자인 전개를 통해 전

통문양의 계승과 현대화 사례로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전통공예 기능전승자로 떡살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온 김규석의 단행본 서적들과 떡

살을 연구한 박물관 자료 및 관련 단행본 서적과 

선행 연구를 토대로 이론적 고찰을 실시하 다. 이

론적 고찰을 통해 얻어진 떡살과 떡살문에 대한 고

찰을 토대로 현대적 감각에 맞는 패션문화상품 디

자인을 개발하 고, 개발 품목은 남성 넥타이와 여

성용 에코백과 파우치로 하 다. 넥타이는 남성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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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에 포인트를 주는 대표적인 아이템으로 남성용 

패션문화상품 중 가장 보편적인 아이템이라 할 수 

있다. 에코백은 최근 들어 환경제품의 개념을 넘어 

세대를 뛰어넘는 트렌디한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

매김하여 보조 가방의 형태로 많이 사용되고 있

다.9) 파우치는 화장품이나 작은 소품, 열쇠 등을 넣

을 수 있어 많은 여성들이 사용하는 패션 아이템이

기 때문에 선정하 다. 

디자인 개발을 위한 떡살문양은 어도비(Adobe)

사의 디자인 소프트웨어인 일러스트레이터(Illustrator 

CS5)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떡살 원형 사진에서 벡

터 그래픽으로 떡살문양을 라인작업 한 후 각 문양 

별 2가지의 모티브 디자인을 실시하 다. 개발된 

디자인 모티브의 전개는 크게 모티브 형태에 충실

한 기본형 패턴과 기본 모티브를 변화, 새롭게 표

현한 변화형 패턴으로 나누어 실시하 다. 패션상

품 디자인 전개는 넥타이, 에코백, 파우치 아이템별 

각각 기본형과 변화형 패턴을 적용한 2점씩의 디자

인을 개발하여 각 문양별로 총 12점, 전체 총 48점

의 디자인을 개발하 다.

Ⅱ. 떡살과 떡살문양 

1.떡살의 개념 및 종류

1)떡살의 개념 

떡은 우리 민족이 원시농경시대부터 신에게 풍

요를 비는 의식이나 조상을 모시는 제사를 비롯한 

각종 경사에 필수적으로 사용한 음식이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속담은 떡이 지닌 이러한 의

례음식으로서의 속성을 잘 설명해 준다.
10)

 이처럼 

떡은 애초부터 신이나 조상에 대한 기원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떡살이란 떡에 모양을 찍는 일종의 도장과 같은 

도구로 떡본, 떡손, 병형(餠型)이라고도 한다. 떡살

이 절편에 문양을 찍는 도구임을 감안할 때 조선 

중기의 묵재일기(黙齎日記)에 나타난 절편에 대한 

기록을 통해 떡살이 적어도 16세기경에는 사용되

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11) 사용하는 방법은 적절한 

크기로 잘라낸 떡에 물기를 묻혀 도장을 찍듯이 누

르면 된다. 누르는 면에 음각이나 양각의 문양이 

있어 절편에 찍으면 무늬가 남게 된다. 

떡살의 어원을 살펴보면, ‘살’이란 순 우리말로 

창살 , 우산살, 부챗살 등의 용례에서 볼 수 있듯이

‘뼈대를 이루는 것 , 골격, 어떤 것의 핵심’을 뜻한

다. ‘살’이 뼈대를 뜻하는 것과 같이 ‘곡물로 만든 

떡에 어떤 의미를 지닌 무늬를 놓아 골격을 형성

한다’는 의미에서 ‘떡살’이라 부른 것으로 본다.12) 

예부터 절편에 떡살로 무늬를 찍는 것을 ‘살 박는

다’라고 불렀는데 , ‘살 박는다’의 또 다른 뜻으로

는 유달리 정성을 드린다는 의미가 있으며
13)

, 재앙

을 물리치고 복을 구원하는 액살의 의미도 담겨 

있다 .14)

2)떡살의 종류

떡살은 재질에 따라 나무 떡살과 자기 떡살, 사

기나 옹기 떡살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나무 떡살

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었고, 자기 떡살도 

상류층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나무 떡살은 목재를 잘 말려서 무늬를 조각한 것

으로 강하고 질기며 무늬의 결이 없고 탄력성이 있

는 박달나무, 감나무, 먹감나무, 느룹나무, 대추나

무 등이 사용되었으며, 특히 감나무가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당산나무, 벼락 맞은 나무, 무당

집의 나무 등은 부정을 탔다고 하여 떡살의 재료로 

사용하지 않았다.15) 자기 떡살은 궁중이나 상류층

에서 자주 사용되었으며, 궁중의 자기 떡살은 고급

스러운 백자로 만든 것이 많았다. 자기 떡살은 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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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김규석a, 소중한 우리 떡살, (서울: 미술문화, 2005), p. 317.

<표 1> 형태에 따른 떡살의 구분 

원형 떡살 장방형 떡살 기타 떡살

단면 원형 떡살

(소중한 우리떡살, 

p. 61)

 
육면 사각형 떡살

(소중한 우리떡살, 

p. 32) 

손잡이 떡살

(소중한 우리떡살, p. 317)

단면 장방형 떡살

(소중한 우리떡살, p. 232) 

사면 장방형 떡살

(소중한 우리떡살, p. 361) 

물고기모양 떡살

(소중한 우리떡살, 

p. 179) 

거북모양 떡살

(소중한 우리떡살, 

p. 319) 

는 과정에서의 변형과 사용 중 깨어질 위험이 있고 

특수한 공정을 거쳐야 했으므로 나무 떡살에 비해 

덜 보편적이었다. 

또한 떡살은 전체적인 형태에 따라 원형과 장방

형, 기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기 떡살은 원

형이 대부분이고, 나무 떡살은 원형, 장방형, 기타 

형태 등 다양하다(표 1). 원형 떡살은 떡을 손으로 

토막토막 잘라서 단독무늬로 찍을 때 사용되었는

데, 단면의 크기는 보통 3∼12cm 정도로 만들며, 보

통 6∼8cm 정도가 주류를 이룬다. 떡을 찍는 면의 

수에 따라 단면, 양면, 삼면, 육면 원형 떡살이 있으

며, 떡살에 의해 찍힌 단면의 모양은 원형, 사각형, 

육각형, 팔각형, 타원형 등이 있다.
16)

 사용상의 편

의를 위해 양쪽이나 혹은 한쪽에 손잡이가 달린 것

도 있는데, 특히 손잡이가 강조된 떡살을 ‘손잡이 

떡살’이라 하며, 장식성과 기능성을 고려하여 손잡

이 모양에 변화를 주기도 하 다. 

장방형은 가래떡처럼 긴 절편에 사용하는 가로

로 긴 형태의 떡살로 작은 것은 10cm 정도이며, 보

통 40∼60cm가 주를 이룬다 . 장방형 떡살은 문양

의 표현방법에 따라 단독형과 연속형으로 나눌 수 

있다. 단독형은 4∼6개의 같거나 다른 단독 무늬를 

새긴 것이며 , 연속형은 떡살판 전체에 문양이 연

결된 형태로 여러 문양이 복합된 연속무늬로 나타

난다 . 

기타 형태로 떡살 자체를 길상의 의미가 있는 특

정 동물이나 사물의 모양으로 제작한 것도 있다. 예

부터 길조로 여겨진 까치, 장수와 길상을 상징하는 

거북, 생명과 건강, 벽사를 의미하는 물고기 등이 

사용되었다. 

2.떡살문의 종류  특징

떡살문에는 실로 다양한 전통문양이 포괄적으로 

나타나는데, 문양의 소재에 따라 식물문, 동물문, 

문자문, 기하문으로 나누어 대표적 사례를 제시하

면〈표 2〉와 같다.  

1)떡살문의 종류

(1)식물문

떡살에 나타난 식물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

는 것은 꽃문양으로 실제 모양에 충실한 형태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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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신승우, 우리들의 길상문-나전문양을 중심으로, (서울: 태학원, 2006), p. 13.

상화, 도안화된 형태가 있다. 사군자의 하나인 매화

는 매서운 추위 속에 꽃을 피우는 습성으로 인해 

순결과 절개, 장수를 상징하고, 난초는 깊고 험한 

산중에 홀로 피어 고결한 선비를, 국화는 군자의 

기품 및 길상과 상서로움을, 대나무는 푸른 절개와 

기운을 상징한다.17) 불교의 상징적인 꽃인 연꽃은 

불자를 상징하며, 지조와 생명의 창조, 번 을 상징

<표 2> 떡살문의 종류

종류 떡살문양 사례

식물문

국화문

(전통음식 떡살, p. 313)

연꽃문

(전통음식 떡살, p. 313)

보상화문

(소중한 우리떡살, p. 187)

난초문

(전통음식 떡살, p. 311)

동물문

물고기문

(소중한 우리떡살, p.116)

박쥐문

(떡살의 무늬와 미, p. 303)

사슴문

(소중한 우리떡살, p. 61)

오리문

(소중한 우리떡살, p. 109)

문자문
 

‘囍’자문

(소중한 우리떡살, p. 158)

‘壽’자문

(떡살의 무늬와 미, p. 297)

‘福’자문

(소중한 우리떡살, p. 167)

‘樂’자문

(소중한 우리떡살, p. 158)

기하문

수레차문

(전통음식 떡살, p. 311)

태극문

(소중한 우리떡살, p. 223)

고리문

(소중한 우리떡살, p. 238)

귀갑문

(전통음식 떡살, p. 311)

하며, 모란은 번 과 부귀, 화목한 가정을 함축한

다. 열매에 씨가 많은 석류, 주렁주렁 많이 매달리

는 포도, 넝쿨이 무성하고 열매에 씨앗이 많은 표

주박 등은 모두 다남을 상징한다. 특히 장방형 떡

살에서 무성한 수목과 넝쿨로 뻗어나가는 식물의 

형태를 사실적인 형태로 표현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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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김규석 편저, op. cit., p. 302.

19) 하남역사박물관 편, op. cit., p. 327.

20) 남철균, 문양의 의미, (서울: 태학원, 2005), p. 327.

21) 대전대학교 커뮤니케이션디자인과(편), 한국전통문양사전, (대전: 대전대학교 커뮤니케이션디자인과, 2006), p. 125.

22) 하남역사박물관 편, op. cit., p. 328.

23) Ibid., p. 326.

24) 이봉규 편저, 떡살․다식판 문양 CNC M/C적용을 위한 문화상품 소재표면장식 디자인, (광주: 광주대학교 

출판부, 2002), p. 12.

25) 최충식a, 한국전통문양의 이해, (대구: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6), p. 11.

26) 태극은 천지가 개벽하기 이전의 상태로 우주만물 구성의 근원이 되는 본체를 말한다. 하늘과 땅을 비롯한 

천지만물은 음양의 일원으로 성립되었고, 음양의 변화를 통해 발전, 번 한다고 본다.  

(2)동물문

떡살에 사용된 동물문은 주로 물고기, 새, 오리, 

원앙, 사슴, 박쥐, 나비 등 복이나 화목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다. 상징적인 동물인 현무, 기린, 봉황, 용

은 사신(四神)을, 호랑이는 산신을 의미하여 먹는 

음식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떡살에서는 전혀 발

견할 수 없다.
18)

 물고기는 효와 충성, 부귀와 자손

의 번창, 입신출세를 상징하며, 항상 눈을 뜨고 있

으므로 근면을 뜻하기도 한다.19) 새는 생명과 풍요

를, 사슴은 신선들이 타고 다니는 물로 생을, 

오리는 과거에 급제하여 관운이 형통한 것을 의미

하며 가정의 화목을 상징한다.
20)

 학은 장수를, 박쥐

는 복과 장수, 다산, 벽사의 의미를 지니며, 나비는 

다산과 길조, 행복을 상징한다. 특히 동물문은 쌍을 

이루고 있는 것이 많은데, 쌍은 음과 양을 함께 갖

추고 있는 것으로 조화와 화합을 상징한다. 

(3)문자문

문자문은 길상의 뜻을 지닌 글자를 무늬로 넣거

나 특정한 글자를 연속해서 배열한 문양으로 전서, 

해서, 행서, 초서 등 다채로운 서체로 표현되었다. 

어떤 물건에 좋은 뜻의 문자를 새김으로써 글자 뜻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사용한 것이

다.21) 특히 수(壽), 복(福), 희(喜), 락(樂), 강녕(康寧) 

등과 같이 장수와 복, 기쁨 등 인간의 염원을 담은 

것이 많다. 문자를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문

자를 그림처럼 도안하거나 변형한 경우도 많았다. 

이 밖에 만(卍), 아(亞), 용(用), 전(田) 등은 도안화

되어 종종 기하문과 같은 형태로 표현되었다. 특히 

태양의 빛을 상징하는 만(卍)자문은 길상만복을 불

러온다는 뜻에서 끊어짐 없이 계속 연결되는 무늬

로 사용되어 무한 장구함을 나타내었다.22) 

(4)기하문

기하문은 점이나 선, 원, 삼각형, 다각형 등으로 

이루어진 추상무늬로, 대자연에 존재하는 사물들이

나 자연현상을 형상화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자연

현상에 대한 인간의 두려움과 불안정한 심리, 숭배

의 심리를 반 한 것이라 할 수 있다.23) 자연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산, 하천, 계곡을 비롯해서 해, 

달, 구름, 바람, 물, 바위 등을 본 따 선, 원, 삼각, 

사각, 십자, 격자의 추상적인 형상으로 표현하 다. 

직선문은 장수를, 삼각문, 사각문은 풍요와 다산, 

재생을 의미하며, 십자문은 음양의 조화를 의미한

다.
24)

 사선무늬가 겹쳐진 격자문은 만남과 벽사를 

상징한다. 십장생 동물로 장수를 상징하는 거북의 

등 모양을 육각형으로 표현한 귀갑문도 있다.25) 또

한 이 밖에 우주만물의 근원을 의미하는 태극문26)

과 둥글게 돌아가는 수레차문, 수직과 수평으로 격

자가 겹쳐진 고리문, 음양오행에 의해 자연계 및 

인사계의 모든 현상을 표현한 팔괘(八卦)문 등이 

해당된다.

2)떡살문의 특징 

(1)자연친 적 감정

떡살문에는 자연현상이나 자연 속의 동 , 식물, 

풍경을 모방한 다양한 문양이 나타난다 . 이는 농

경민족으로서 자연에 대한 경외와 자연의 보살핌

을 받아 편하게 살기를 소망하는 생활 감정의 발

로로 자연친화적인 감정이 반 된 것이라 하겠다. 

자연현상에 대한 표현은 추상화되어 기하학적으

로 표현된 경우가 많다 . 농경문화에서 중요한 에

너지원인 태양은 원문의 형태로 나타났고 , 외경의 

대상이었던 비를 내리게 하는 구름과 번개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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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최충식a, op. cit., p. 251.

28) 김규석a, op. cit., p. 315.

29) 최충식a, op. cit., p. 251.

30) 장상교, op. cit., p. 41.

31) 김규석a, op. cit., p. 310.

32) PMS(Pantone Matching System)컬러와 유사한 CMYK컬러를 나란히 비교해 주며, CMYK, RGB, HTML값을 

보여주어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Pantone Color Bridge PC(Process Coated)를 사용하 다.

자주 등장하 다. 식물의 경우 국화, 매화, 연꽃 등 

실로 다양한 종류가 사용된 데 반하여 , 동물은 크

고 용맹스러운 것들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고 , 온

유하거나 복이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주로 사용

되었다. 

(2)주술적 향

신이나 조상을 모시는 의식에 사용되었던 떡에 

장식을 부여하는 떡살에는 개인이나 가족의 평안

과 번 을 바라며 악을 물리치고 복을 구하고자 하

는 주술적인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특히 삼다신

앙(三多信仰)이 뚜렷하게 나타나 다수(多壽), 다부

(多富), 다남자(多男子)에 대한 믿음이 강하게 반

되어 있다.27) 혼례식에는 석류문 , 포도문 , 나비문, 

박쥐문 , 오리문 등으로 다산과 복을 기원하 고 , 

백일에는 생명과 건강을 상징하는 파도문 , 잉어문 

등을, 회갑에는 장수를 기원하는 수복 문자문, 국

화문, 박쥐문 , 국수문, 십장생문, 국수문 등을 사용

하 다 .28) 또한 사악함을 물리치고  복을 구하는 벽

사기복의 문양들은 흉액을 막는 부적과 같이 여겨

졌다.
29)

 특히 ‘만(卍)’자와 불경에서 따온 글자인 

‘옴(ॐ )’자 문양은 잡귀의 범접을 제어할 수 있는 

신통력을 지닌 글자로 여겨져30) 상례나 문병 시에 

사용되었다. 

(3)도안  표

떡살문은 마치 도장과 같이 사용되었으므로 일

정한 틀에 양각이나 음각으로 새기기 위해 도안화

된 경우가 많았다. 떡에 눌러 일정한 모양이 나타

나게 하려면 지나치게 섬세한 표현은 불가능했으

며, 단순화, 도안화된 표현이 적당하 다. 사실적이

고 설명적인 문양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에 비해 

추상적이고 도안화된 형태의 비중이 높다. 특히 자

기 떡살의 경우 문양이 상징적이며 생략된 경우가 

많았다.
31)

(4)복합적  

떡살의 문양은 단독으로 쓰이기보다 다른 문양

과 함께 복합적으로 사용된 경우가 많았는데, 나무 

떡살의 경우가 그러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귀갑문, 

뇌문, 격자문, 국수문 등의 기하문의 경우 동물문, 

식물문, 문자문 등의 배경 문양으로 자주 사용되었

다. 이러한 현상은 하나의 떡살 안에 장수와 부귀, 

출세, 가족의 화목 등 다양한 소망을 표현하기 위

해서 여러 문양을 한꺼번에 사용하 기 때문으로 

연유된다. 즉, 예부터 푸짐하게 베풀고 정을 나누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여 좋은 것, 복된 것을 모두 

모아서 염원한 민족적 정서가 반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Ⅲ. 떡살문을 한 모티브 및 

턴 디자인

디자인 개발을 위한 떡살문양은 원형 떡살의 식

물문, 동물문, 문자문과 장방형 떡살의 복합문에서 

하나씩 선정하여 연꽃문, 박쥐문, ‘락(樂)’자문, 국

화․연꽃․빗살 복합문의 네 가지로 선정하 다. 

각 문양 별 2가지의 모티브 디자인을 실시하여 컬

러를 적용시켰고, 컬러는 디자인 분야에서 보편적

으로 사용되는 팬톤 컬러
32)

 번호를 함께 표기하

다. 패턴 전개는 기본 모티브 형태에 충실한 기본

형 패턴과 기본 모티브를 새롭게 표현한 변화형 패

턴으로 나누어 실시하 다(표 3). 

1.모티브 디자인

연꽃문 떡살 원형은 부드러운 곡선형이 많이 사

용되었고, 꽃잎의 겹침과 주름 표현 등으로 다소 

복잡한 느낌을 준다. 모티브 디자인은 화려한 문양

을 최대한 단순하고 그래픽적인 느낌으로 표현하

며 화이트, 딥 핑크(Pantone 812PC)
33)

를 메인 컬러

로 하여 다크 바이올렛(519PC), 덜 핑크(493PC)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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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컬러 표기는 색명과 함께 팬톤 컬러 번호를 괄호에 넣어 제시하 다. 정식 표기는 ‘Pantone 812PC’이나 이후 

표기는 편의상 Pantone을 빼고 숫자만 표기하 음을 밝힌다.

의 색상으로 발랄한 느낌을 전달하고자 하 다. 

모티브 디자인 1a는 주변부에 겹쳐 있는 꽃잎을 

없애고 중심부의 연꽃과 원형 떡살면의 동심원에 

초점을 맞추었고, 복잡한 꽃잎의 주름을 작은 사각 

도형으로 단순화하여 원형 외곽선에 배치하여 모

던하게 표현하 다. 화이트 꽃잎과 대비를 이루는 

딥 핑크의 바탕, 다크 바이올렛의 꽃술로 산뜻하고 

경쾌한 느낌을 전달하 다. 모티브 디자인 1b는 외

곽의 동심원을 점선으로 처리하고 바탕색을 화이

트로 하여 딥 핑크의 꽃잎이 더욱 두드러져 보이게 

하 다. 

박쥐문은 육면 떡살에 두 마리의 박쥐가 좌우로 

배치된 모습으로 박쥐문 자체의 곡선미와 떡살의 

육면 직선미가 잘 조화된 모습이다. 모티브 디자인

은 박쥐문의 전체적인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코랄(178PC)과 그린옐로우(388PC)를 메인 컬러로 

하여 옐로우(101PC), 네이비(2735PC) 등의 산뜻한 

컬러 배색으로 디자인하 다. 

모티브 디자인 2a는 두 마리의 박쥐가 마주 보고 

있는 기본 형태를 크게 변형하지 않고 외곽의 육각

형에 문양이 채워질 수 있도록 박쥐 몸통의 길이를 

늘려주어 길게 뻗은 날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 다. 모티브 디자인 2b는 떡살면의 육각형 모양

을 활용하여 박쥐로부터 퍼져나가게 배치하여 복

을 상징하는 박쥐의 상서로운 기운이 사방으로 퍼

져나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자 하 다.  

‘락(樂)’자문의 떡살 원형은 직선적으로 도안화

된 ‘락(樂)’자를 중심으로 장식적인 가로, 세로 선

이 빽빽하게 배치되어 있다. 모티브 디자인은 주위

의 장식적인 요소들은 제거하고 각 지게 도안화된 

‘락(樂)’자와 테두리의 선을 활용하며 한국의 전통 오

방색에서 감을 받은 레드(200PC), 네이비(2768PC), 

화이트 컬러에 그라데이션 처리된 그레이 컬러의 배

색으로 전통적이면서도 화려한 느낌을 표현하 다.  

모티브 디자인 3a는 레드 컬러의 바탕에 그라데

이션 처리한 ‘락(樂)’자와 사각 테두리만으로 단순

하게 구성하 으며, 정사각형으로 비율을 조정하

다. 3b는 글자의 좌우 형태를 변형하고 모서리를 

쐐기형으로 변형하 고, 네이비와 화이트 컬러만을 

사용하여 보다 담백하게 표현하 다.

복합문 떡살 원형은 국화문과 연꽃문, 빗살문이 

함께 어우러져 장방형의 떡살에 구성되어 있는데, 

빗살문이 연꽃문과 국화문 사이의 빈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다. 모티브 디자인은 빗살문을 단순화하

여 연꽃문과 배치하 고, 밝은 바이올렛(5245PC)과 

블루(2916PC) 컬러의 연꽃과 바탕의 블랙 컬러가 

대조를 이루며 모던하면서 세련된 감성을 표현하

도록 하 다. 

모티브 디자인 4a는 빗살문 크기를 일정하게 유

지하면서 구획화 하여 연꽃문과 배치하 고, 연꽃

문은 밝은 바이올렛(5245PC)과 블루(2716PC) 컬러

를, 빗살문은 그라데이션 처리된 바이올렛(259PC)

과 네이비(289PC) 컬러를 사용하 다. 모티브 디자

인 4b는 연꽃문의 주위를 빗살문이 둘러싼 형태로 

단순화하 다.  

2. 턴 디자인

패턴 디자인은 개발된 디자인 모티브를 사용하

여 크게 기본형 패턴과 변화형 패턴으로 전개하

다(표 3). 기본형 패턴은 개발한 기본 모티브의 모

양을 변형하지 않고 패턴화 한 것으로 기본 모티브

에 바탕색을 넣거나, 작은 부 모티브를 넣거나, 모

티브 색상을 일부 변경하는 방식으로 전개하되 기

본 모티브의 특성을 충실히 표현한 것이다. 변화형 

패턴은 떡살문의 현대적 표현 역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기본 모티브의 형태나 구조를 변형하거나, 

어울리는 다른 그래픽 패턴과 합성하며 적극적으

로 모티브를 해체, 변형하 다.

연꽃문 모티브 1a를 사용한 기본형 1번은 모티

브의 상하좌우로 여백을 준 후 사방 연속 패턴으로 

전개한 것이다. 기본형 2번은 모티브에 사각 배경

을 넣고 모서리에 작은 원형을 넣어 패턴으로 전개

한 후 반시계 방향으로 30도 회전하여 아기자기하

고 귀여운 느낌을 전달하 다. 1a의 변화형 패턴 1

번은 원형 안에 기본 모티브를 패턴으로 넣은 후 

이 패턴으로 다시 전개한 것으로 원형 패턴의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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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전통 떡살문을 활용한 모티브 디자인과 패턴 디자인

떡살 원형 모티브 추출 모티브 디자인 기본형 패턴 변화형 패턴

연꽃문

1a

1b

박쥐문

2a

2b

樂자문

3a

 

3b

복합문

4a

4b

사이에 연꽃을 배치하 다. 1a의 변화형 패턴 2번

은 모티브에서 연꽃과 배경을 분리한 후 원형 배경 

부분을 패턴으로 전개하고, 연꽃을 그 사이사이에 

배치하여 새롭게 변화시켰다. 

연꽃문 모티브 1b의 기본형 패턴 1은 모티브를 

여백 없이 패턴화시킨 것이며, 기본형 패턴 2는 1

번을 45도 회전시킨 것이다. 1b의 변화형 패턴 1번

은 중앙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모티브를 4개씩 겹치

며 확장시킨 것으로 선을 굵게 처리하여 중첩된 모

양이 잘 보이도록 하 다. 변화형 패턴 2번은 모티브 

1b의 외곽선을 없애고 사방패턴으로 처리한 후 물결

모양 패턴과 합성하여 패턴을 해체, 변형시켰다.

박쥐문 모티브 2a를 활용한 기본형 1번은 패턴의 

육각면이 서로 맞물리게 배열하면서 흰색 여백을 

주어 육각면의 형태가 잘 보이도록 하 고, 기본형 

2번은 육각면의 바닥에 좀 더 연하게 바탕색을 준 

후 패턴으로 표현한 것이다. 2a의 변화형 패턴 1번

은 육면 떡살을 상징하는 육각형 패턴과 2a의 기본

형 패턴 2번을 합성한 후 반시계 방향으로 30도 회

전하 다. 2a의 변화형 패턴 2번은 고치모양의 패턴

과 2a의 기본형 패턴 2번을 합성한 것으로 박쥐문

이 부분 해체되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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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쥐문 모티브 2b를 활용한 기본형 1번은 주 모

티브인 박쥐문 사이에 부 모티브로 작은 육각도형

을 배치하여 박쥐문의 육각면과 조화를 이룰 수 있

도록 하 고, 기본형 2번은 바탕에 색상 차가 큰 코

랄색을 매치하여 모티브 사이의 마름모꼴이 선명

하게 부각되며 시각적인 효과를 주도록 하 다. 모

티브 2b의 변화형 패턴 1번은 카무플라주 형의 부

정형 패턴과 2b의 기본형 패턴 2번을 합성한 것으

로 박쥐문이 부정형으로 끊기면서 언뜻언뜻 보이

도록 해체하여 독특한 느낌을 준다. 2b의 변화형 

패턴 2번은 기본형 2번의 좌우 비율을 조정하여 박

쥐문 형상을 새롭게 변화시켜 표현한 것이다. 

‘락(樂)’자문 모티브 3a의 기본형 1번은 모티브 

3a를 연속 패턴으로 표현한 것이며, 2번은 모티브 

3a의 배경을 화이트로 교체한 후 180도 회전시킨 

후 기존 3a 모티브와 교체 반복하여 패턴화 하 다. 

변화형 패턴은 각 지고 정갈한 기본 모티브 디자인

과 어울릴 수 있도록 직선적인 패턴과 합성하 는

데, 1번은 계단식의 마름모꼴 패턴과 기본 모티브

를 합성하여 기본 모티브의 각진 모양과 조화를 이

루면서 변화를 추구하 고, 변화형 2번은 3a의 기

본형 패턴 2번에 사방으로 뻗어가는 사각 패턴을 

함께 중첩하여 모던한 느낌을 가미하 다. 

‘락(樂)’자문 모티브 3b를 활용한 기본형 1번은 

모티브 3b를 연속 패턴으로 전개하여 45도 회전한 

것이며, 기본형 2번은 모티브가 연결되면서 생긴 

마름모꼴의 패턴에 레드 컬러를 배색하여 포인트

를 준 것이다. 3b의 변화형 패턴 1번은 ‘락(樂)’자의 

좌우 변의 모양을 변형한 패턴과 기본 모티브를 합

성하여 모티브의 모양이 부분 해체되도록 하 고, 

3b의 변화형 2번은 3a의 변화형 1번과 동일한 계단

식 마름모꼴 패턴과 45도 회전한 3b 패턴을 합성한 

것으로 기하학적 모티브가 해체, 재조합되어 새로

운 느낌을 전달한다. 

복합문 모티브 4a를 활용한 기본형 1번은 모티

브 4a를 반복패턴으로 전개한 것이고, 2번은 모티

브 4a와 이를 수직 반전시킨 모티브를 함께 반복시

킨 것이다. 4a의 복합형 패턴 1번은 45도 회전한 4a 

반복 패턴 위에 불규칙하게 변형된 빗살문을 합성

하여 패턴의 중첩과 변형을 시도하 고, 복합형 2

번은 기본 모티브 4a를 변형하여 빗살문을 바둑판

형으로 바탕에 배치하고 크기를 불규칙하게 변형

한 연꽃문과 매치하여 표현하 다.  

복합문 모티브 4b의 기본형 1번은 모티브 4b를 

반복패턴으로 전개하 고, 2번은 기본 모티브와 꽃 

색상을 블루 컬러로 변경한 모티브를 교체, 반복한 

후 45도 회전시켰다. 4b의 변화형 1번은 바둑판형

으로 규칙적으로 배치된 빗살문에 사이즈와 색상

이 변형된 연꽃문과 빗살문을 이중으로 합성시켜 

패턴의 중첩과 변형을 표현하 다. 변화형 2번은 

빗살문의 배치를 불규칙하게 변화시키고, 바탕을 

바이올렛, 연꽃을 블랙 컬러로 색상 변경하여 산뜻

한 느낌으로 표현하 다.      

Ⅳ. 떡살문을 한 문 상품 

디자인 개발

개발된 패션문화상품은 전통문양을 통한 다양한 

이미지 전개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각 문양

별로 컬러 기획을 달리하여 전개하 다. 연꽃문과 

박쥐문은 밝고 화사한 컬러감으로 젊고 발랄한 느

낌을 주고자 하 고, 락(樂)자문과 복합문은 어둡고 

강한 컬러의 컨트라스트 배색을 통해 좀 더 어덜트

한 감성에 맞도록 기획하 다. 

 

1.연꽃문

연꽃문은 화이트와 딥 핑크를 메인 컬러로, 다크 

바이올렛과 덜 핑크를 서브 컬러로 하 고, 부드럽

고 밝은 컬러, 도안화된 꽃잎과 원형의 둥근 모티

브 등으로 큐트하면서 발랄한 이미지로 표현하

다. 기본형 패턴을 적용한 디자인은 단순하게 도안

화된 모티브를 활용하여 발랄하게 표현하 고, 변

화형 패턴은 원형의 그래픽 패턴을 활용하여 산뜻

하고 경쾌하게 표현하 다(표 4). 

넥타이 1번과 2번은 각각〈표 3〉에서 제시된 1a 

기본형 패턴 1번과 2번을 적용한 것으로 둥근 원형 

속에 도안화된 연꽃 모티브가 발랄한 느낌을 준다. 

3번과 4번은 각각 1b의 변화형 패턴 1번과 2번을 

적용한 것으로 연꽃문의 해체와 변용을 보여준다.

에코백 1번은 1b의 기본형 패턴 2번을 백 전체

에 적용한 것이며, 2번은 1b의 기본형 패턴 1번을 

십자형으로 배치된 육각도형에 적용한 것으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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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연꽃문을 활용한 문화상품 디자인

기본형 패턴 적용 변화형 패턴 적용

Style 1 Style 2 Style 3 Style 4

모티브 1a

모티브 1b

넥타이

에코백

파우치

닥의 네이비색 배색장식과 대조를 이루어 더욱 산

뜻한 느낌을 준다. 에코백 3번은 1b의 변화형 패턴 

1번에 모티브 1a를 십자형으로 끼워 넣어 패턴을 

변화시켰고, 4번은 1a의 변화형 패턴 1을 적용한 

것으로 모티브의 사이즈를 크게 하여 그래픽적 효

과를 강조하 다.  

파우치 1번은 모티브 1a를 여백 없이 패턴으로 

전개하 고, 2번은 스트라이프 패턴과 1a 모티브와 

함께 바탕과 꽃잎 색상을 서로 바꾼 모티브를 교체 

반복하면서 배치하 다. 파우치 3번은 1a의 변화형 

패턴 2번을 적용하 고, 4번은 네이비색 바탕에 모

티브 1b와 동심원을 번갈아 교체시켜 패턴의 그래

픽적 특성과 함께 컨트라스트 배색으로 인해 경쾌

한 느낌을 주도록 하 다. 

  

2.박 문

박쥐문은 문양 자체의 곡선미와 육면 떡살의 직

선미를 활용하 고, 코랄, 그린 옐로우 등 밝은 컬

러군의 톤 인 톤 배색과 네이비 컬러의 포인트 배

색으로 밝고 화려한 느낌을 주었다. 기본형 패턴을 

적용한 디자인은 모티브 외곽의 육각면과 박쥐문

을 규칙적으로 배열하여 밝고 깔끔한 느낌을 주었

고, 변화형 패턴은 박쥐문의 패턴을 변형, 왜곡하여 

화려하면서도 자유롭게 표현하고자 하 다(표 5). 

넥타이 1번과 2번은 각각〈표 3〉에서 제시된 모

티브 2b의 기본형 패턴 1번과 2번을 적용한 것으로 

박쥐문과 육면도형의 배치를 조화롭게 표현하 다. 

넥타이 3번은 2b의 변화형 패턴 1번을, 4번은  2b의 

변화형 패턴 2번을 적용한 후 45도 회전한 것이다.

에코백 1번은 2a의 기본형 1번 패턴을 적용한 뒤 

반시계방향으로 45도 회전한 모습으로 박쥐문의 

형상과 떡살의 육면도형이 잘 어우러지게 하 다. 

에코백 2번은 에코백 전면에 모티브 2a를 원 포인

트로 크게 확대하여 배치한 것으로 단순하지만, 박

쥐문의 아름다움이 세련되게 표현되도록 하 다. 

에코백 3번은 패턴 2a의 변화형 패턴 1을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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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박쥐문을 활용한 문화상품 디자인

기본형 패턴 적용 변화형 패턴 적용

Style 1 Style 2 Style 3 Style 4

모티브 2a

모티브 2b

넥타이

에코백

파우치

것이며, 4번은 2a의 변화형 패턴 2번에서 고치형 

패턴을 자유롭게 변형한 후 박쥐문을 적용한 것으

로 불규칙한 곡선형으로 재구성하 다.

파우치 1번은 2a의 기본형 패턴 2번을 적용한 것

이며, 파우치 2번은 박쥐문 모티브 2a의 육각도형 

부분을 없애고 쌍박쥐문 만을 사용한 패턴으로 박

쥐의 날개 부분이 서로 만나면서 생기는 조형적인 

곡선이 장식적인 효과를 준다. 파우치 3번은 2a의 

변화형 패턴 2번을 적용한 것이며, 파우치 4번은 2a

의 변화형 패턴 2번에서 고치형 패턴 모양의 일부

분을 부풀려 변형한 후 박쥐문과 합성한 것으로 박

쥐문의 부드러운 곡선미와 부정형의 곡선미가 조

화를 이루며 자유로운 감성을 전달한다.   

3.‘락(樂)’자문

‘락(樂)’자문은 오방색에서 감을 얻은 레드, 네

이비, 화이트 등의 컨트라스트 배색에 각지게 도안

화된 모티브를 활용하여 격조가 있으면서 화려하

게 표현하 다. 기본형 패턴을 적용한 디자인은 한

국적인 색채감으로 전통적이고 격식 있게 표현하

고, 변화형 패턴은 사각의 각진 패턴과의 합성을 

통해 보다 현대적이며 화려하게 표현하 다(표 6).

넥타이 1, 2번은 각각〈표 3〉에서 제시된 3a의 

기본형 패턴 1번과 3b의 기본형 패턴 1번을 적용한 

것으로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하 다. 

넥타이 3번은 3b의 변화형 패턴 2번을 적용하 고, 

4번은 모티브 3a를 활용하여 회전한 패턴에 그래픽

적인 연속 사각패턴을 중첩하여 보다 현대적인 느

낌을 표현하고자 하 다. 

에코백 1번은 모티브 3b에 여백을 주고 패턴화

하 고, 2번은 ‘락(樂)’자의 좌우 변의 글자를 변형

하여 에코백의 바탕면에 은은하게 적용시키고, ‘락

(樂)’자를 전면에 원 포인트로 배치하 다. 에코백 

3번은 3b의 변화형 패턴 1번을, 에코백 4번은 3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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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락(樂)자문을 활용한 패션문화상품 디자인

기본형 패턴 적용 변화형 패턴 적용

Style 1 Style 2 Style 3 Style 4

모티브 3a

모티브 3b

넥타이

에코백

파우치

변화형 패턴 2번을 45도 회전시켜 연속 사각 패턴

과 중첩시켰는데, 그래픽적인 효과가 잘 드러나도

록 패턴의 사이즈를 확대시켜 적용하 다.     

파우치 1번은 3a 모티브 4개를 90도씩 회전시켜 

사각도형화 한 후 레드와 블루 컬러의 삼각형으로 

구성된 동일 크기의 사각형과 번갈아 배치하여 전

통적인 멋을 표현하 다. 2번은 3b의 기본형 패턴 2

를 적용시키면서 바탕에 ‘락(樂)’자문을 점선 모양

으로 엇갈리게 배치하여 장식적인 스티치 효과를 

주었다. 파우치 3번은 3a의 변화형 패턴 1번을 적용

하 고, 4번은 3a 모티브를 사각의 각진 패턴과 합

성하여 바구니처럼 엮인 패턴으로 형태를 완전히 

해체하고 모티브를 마름모형으로 변형한 후 사각 

도형과 중첩하여 전면부에 배치하여 표현하 다. 

4.복합문

복합문은 블랙 컬러의 배경에 밝은 바이올렛과 

블루 컬러를 매치하면서 연꽃문과 빗살문을 구획

화하여 세련된 감성을 표현하 다. 기본형 패턴을 

적용한 디자인은 구획화된 패턴 전개로 깔끔하게 

정돈된 느낌을 주며, 변화형 패턴은 여러 겹이 중첩

되고 패턴이 해체되면서 복합적이면서 세련된 이미

지를 준다(표 7). 

넥타이 1번과 2번은 각각〈표 3〉에서 제시된 모

티브 4a와 4b의 기본형 패턴 1번을 적용한 것이며, 

2번은 45도 회전하여 적용시켰다. 넥타이 3번과 4

번은 각각 4a의 변화형 패턴 1번과 2번을 적용한 

것인데, 3번은 패턴의 해체와 변화, 여러 겹의 중첩

을 통해 보다 복합적인 감성을 표현하 고, 4번은 

그라데이션 처리된 빗살문양과 사이즈가 확대된 

연꽃문양, 바탕의 블랙 컬러가 서로 어우러져 세련

된 느낌을 준다. 

에코백 1번과 2번은 각각 4a와 4b의 기본형 패

턴 2번을 적용하 으며, 모티브의 사이즈를 확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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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복합문을 활용한 패션문화상품 디자인

기본형 패턴 적용 변화형 패턴 적용

Style 1 Style 2 Style 3 Style 4

모티브 4a

모티브 4b

넥타이

에코백

파우치

여 패턴의 시각효과를 크게 하 다. 에코백 3번은 

4b의 변화형 패턴 1번을 적용한 것으로 연꽃문과 

빗살문이 중첩되면서 은은한 느낌을 주도록 하

고, 4번은 4a의 변화형 패턴 2번에서 빗살문과 연

꽃문의 배치를 자유롭게 변형하여 대담하고 세련

되게 표현하 다.  

파우치 1번은 모티브 4a를 90도 회전하여 바탕

과 교체하며 전개시켜 깔끔하게 표현하 다. 2번은 

4b의 기본형 패턴 2번을 45도 회전하 고, 지퍼가 

달린 입구 상단은 블랙의 솔리드 배색을 매치시켰

다. 파우치 3번은 4b의 변화형 패턴 2번을 적용한 

것이며, 4번은 비대칭구조로 빗살문과 함께 육각도

형 안에 해체된 모티브 4a를 배치하여 패턴의 복합

적 표현을 시도하 다.     

Ⅴ. 결  론 

떡살은 의례용 음식인 떡에 무늬를 만들기 위해 

사용된 도구로 선조들이 일생생활에서 가까이 두

고 생활한 생활용품이었다. 떡살에는 매우 다양한 

전통문양이 나타나며, 특히 부귀와 화, 건강을 기

원하는 주술적인 성향과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

가려는 자연친화적 감성이 녹아 있다. 또한 눌러 

찍을 때 모양이 잘 보이게 하기 위해 비교적 단순

하고 도안화된 문양이 많으며, 여러 소원을 함께 

소망하면서 다양한 문양이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하 다. 이처럼 떡살에는 일상에 대한 

소망과 염원이 녹아 있으며, 우리 민족의 공통적인 

미의식이 내재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식물문, 동물문, 문자문, 복합문

에서 하나씩 떡살을 선정하여 각각 2개의 모티브 디

자인을 실시하 다. 연꽃문의 모티브는 딥 핑크와 

화이트를 주조색으로 꽃잎을 단순하고 그래픽적으

로 처리하 고, 박쥐문은 코랄, 그린 옐로우 등의 

컬러와 박쥐문양의 곡선미와 육면 떡살의 직선미

를 활용하여 표현하 다. 문자문은 오방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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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 얻은 레드, 네이비 컬러를 기조로 각 지게 도

안화하 고, 복합문은 블랙 컬러의 배경에 밝은 바

이올렛과 블루 컬러를 매치하고, 연꽃문과 빗살문

을 구획화하여 모던하게 표현하 다.  

패턴 디자인은 각 문양 당 개발된 2개의 모티브

를 활용하여 형태에 충실한 기본형과 기본 모티브

를 과감히 변형, 해체시킨 변화형으로 나누어 전개

하 다. 기본형은 모티브의 회전과 부 모티브의 추

가, 모티브의 부분적인 색상 변경 등을 통해 디자

인을 전개하 고, 변화형 패턴은 모티브 비율의 변

화, 다른 패턴과의 합성이나 중첩, 모티브 요소의 

해체와 재구성을 통해 패턴의 변화를 추구하 다. 

연꽃의 기본형 패턴을 적용한 디자인은 단순하

게 도안화된 모티브를, 변화형 패턴은 원형의 그래

픽 패턴을 활용하여 산뜻하고 발랄하게 표현하

다. 박쥐문의 기본형 패턴을 적용한 디자인은 모티

브 외곽의 육각면과 박쥐문을 규칙적으로 배열하

여 밝고 깔끔하게, 변화형 패턴은 패턴의 변형, 왜

곡으로 화려하면서도 자유롭게 표현하 다. ‘락(樂)’

자문의 기본형 패턴을 적용한 디자인은 한국적인 

색채감으로 전통적인 느낌으로, 변화형 패턴은 사

각의 각진 패턴과의 합성으로 보다 현대적이며 화

려하게 표현하 다. 복합문의 기본형 패턴을 적용

한 디자인은 구획화된 패턴 전개로 깔끔하게, 변화

형 패턴은 패턴의 해체와 중첩으로 복합적이면서 

세련되게 표현하 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기본형 디자인과 변화형 

디자인을 함께 개발하여 전통문화의 계승과 현대

화를 함께 모색하고자 하 다. 기본형 디자인을 통

해 우리의 전통 문화유산인 떡살이 지닌 고유의 조

형성과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하 고, 변화형 패

턴을 통해 떡살의 새로운 표현 가능성과 다양한 변

용을 통한 현대적 해석의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하

다. 본 연구는 우리의 전통 문양을 통해 이를 현

대적으로 계승하고 활용하여 전통문화에 대한 이

해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전통문화를 

활용한 디자인 발상이나 전개를 위한 기초자료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전통문화유산을 통한 패션문화상품개

발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으며, 개발된 상품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후속 연구로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기본형과 변화형 디자인에 대한 

평가를 통해 어떠한 디자인이 가장 전통적인 느낌

을 주는지, 문양의 변형 정도와 변형 방법에 의해 

전통적 이미지가 어느 정도 인지되는지에 대한 감

성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나아가 개발 상품 중 한

국의 이미지를 잘 반 했다고 인정되는 상품이 무

엇인지를 밝히고, 상품에서 인지되는 전통적 이미

지가 디자인 선호도 및 구매 욕구에 미치는 향을 

함께 살펴본다면 전통문화를 활용한 상품기획을 위

한 보다 실질적인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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