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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word “digital” is widely used in almost every field and is dominating this 
generation. Digital has become the most significant characteristic representing the 21st century, 
and is leading change across wide range of our life-styles in our culture and thoughts. New art is 
in harmony with digital in the 21st century. Digital photography is simpler, faster and newer 
than the analog system of the past. From ancient times, the nature has been the subject of art, 
and many designers have studied the ways to create beauty from nature. In this study, I chose 
the lotus as the subject material of textile design development. The lotus invokes a sense of still-
ness, and nestles many fluid elements, including the curved fluid lotus, rhythmic lotus petal, sinu-
ous lotus leaf, radial vein, lotus pip and oval seed. Therefore, I tried to use these elements of lo-
tus for development of textile design. For this purpose, I photographed the lotus with a digital 
camera as equipment of design development. Then, on computer, I have developed six textile 
designs through the process of modification and editing by using the adobe illustrator program. 

Key words: adobe illustrator(아도브 일러스트레이터), digital photography(디지털 사진촬영),
lotus(연), textile design(직물디자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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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목적
최근 디지털 카메라가 등장하면서 과거의 찍는 것

으로 사진이 완성되던 것에서 벗어나 원본 사진의

이미지를 수정하고 변형함으로써 전혀 새로운 느낌

의 이미지로 재창조할 수 있게 되었다.

카메라는 렌즈라는 또 다른 눈을 통하여 사물을

다양한 시점으로 관찰할 수 있게 해준다. 한정된 프

레임을 통하여 평소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사물의 모

습들을 찾아서 표현하고 또 사물을 사진이라는 매체

를 통하여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촬영함으로써 평소

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아름다움을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

표현 세계를 넓혀 줄 디자인의 개발 도구로써 디지

털 카메라를 사용하고자 한다.

자연은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질서 있게 끊임없는

변화를 통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해낸다. 많은 디

자이너들은 그러한 자연을 소재로 하여 자연의 형상

에서 미를 창조하기 위하여 연구해 왔다. 본 연구에

서는 연을 직물디자인의 개발 소재로 선택하였다. 연

은 꽃 자체의 아름다움은 물론 생명의 잉태, 번창 등

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2) 또한 유교에서는 청

렴의 상징으로 보아 연꽃을 순결하고도 고상한 품격

에 비유하여 꽃 가운데 군자라고 하였다.
3)
연은 꽃,

잎 그리고 연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러 가지 조

형요소가 깃들여져 있다. 즉,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연꽃의 곡선과 엇갈리며 이동하는 연꽃잎의 율동성,

물결모양처럼 구불구불한 둥근 연 잎과 방사상으로

펼쳐진 연 잎맥, 원추를 거꾸로 세운 형태의 연밥 그

리고 연밥 윗면의 타원형의 연 씨 등이다. 이러한 연

꽃의 조형성을 활용하여 연꽃은 생활 문양으로서 폭

넓은 사랑을 받은 식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도를

거쳐 삼국시대에 유입된 불교의 전래와 함께 사찰

건축물과 불교 미술품에 나타나게 되었고 고려시대

에는 고려청자와 실생활용품에도 널리 사용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숭유억불정책이 있었음에도 건물의 단

청, 도자기 민화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에서 사용되

었다.
4)

본 연구에서는 연의 여러 가지 조형요소들을 직물

디자인 개발에 활용하고자 한다. 그를 위하여 디지털

카메라(캐논 EOS 20D)를 사용하여 연(蓮)을 사진

촬영한다. 촬영한 이미지를 컴퓨터로 전송한 다음,

컴퓨터 디자인 프로그램인 아도브 일러스트레이터

(Adobe Illustrator)를 이용하여 연의 이미지를 살린

직물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이 지니고 있는 이미지를 형상화하기 위

하여 연의 식물학적 특성, 상징성 그리고 조형성 등

에 대하여 문헌 연구를 한다.

둘째, 연의 대표 군락지를 선정, 사진촬영을 한다.

셋째, 촬영한 이미지들을 컴퓨터로 전송하고 그것

을 컴퓨터 디자인 프로그램인 아도브 일러스트레이

터(Adobe Illustrator)를 이용하여 수정․편집 등의

과정을 거쳐 디자인을 구성, 개발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디지털 사진

1) 디지털 사진의 개념

디지털 사진은 1990년 포토샵이 나온 후에 처음

나타난 용어이다.5) 디지털이란 0～9 또는 1～9까지의

자연수를 나타내는 말에서 유래하였다. 디지털 신호

는 모든 정보를 이산적인 숫자로 표시하며 불연속적

인 0과 1(on/off)의 2진수로 표현된다. 특히 디지털

사진의 개념은 화상 정보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

는 기계어의 조합인 2진법으로 농도와 색채 등이 입

력되며, 이것이 연산하여 시각표현을 가능하게 한 것

을 디지털 사진이라고 한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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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사진의 장점

(1) 융통성과 용이성

디지털 사진의 장점은 우선 촬영한 이미지를 수정하

고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촬영한 이미지를 컴퓨터

로 전송하여 원하는 대로 이미지를 재창조할 수 있다.7)

종래의 지독한 화학약품 냄새가 나는 어두운 암실에서

는 힘든 작업이었던 이미지의 수정 및 합성을 밝은 곳

에서 암실보다 빠르고 쉽게 할 수 있으며 이미지의 보

관이 데이터화 되어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다. 또한

이미지를 재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지 복사

를 원할 때 질적 저하 없이 사용할 수 있다.8)

(2) 효율성과 편리성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된 이미지를 촬영 즉시 LCD 창

이나 모니터를 통하여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9)
촬

영하는 대로 디자인을 하고 편집할 수 있다. 사진의 촬

영-전송-편집-인쇄라는 간략하고 빠른 새로운 시스템으

로 종래의 방법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다.
10)

(3) 경제성

디지털 사진은 필름을 사용하지 않고 반영구적인

플레시 메모리에 저장 사용하므로 필름 값이 들지

않으며 LCD화면, TV, 컴퓨터 모니터를 이용하여 확

인 후, 필요한 경우만 프린터로 인쇄하여 사용하므로

인화 현상 비용이 절감된다.11)

(4) 친환경성

디지털 사진의 장점들 가운데 무시할 수 없는 부

분으로 환경 친화적인 부분을 제시할 수 있다. 기존

의 암실 작업에서 초래되었던 환경오염 문제를 상대

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다.12)

2. 연에 대하여
1) 연의 식물학적 특성

연은 부용(芙蓉)․부거(芙蕖)․하화(荷花)라고도

한다.
13)
인도가 원산지이며 수련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식물로 늪이나 연못에서 자란다.14) 연의 생태적

구성요소는 꽃, 잎 그리고 열매(연밥)이다. 일반적으

로 식물의 열매는 꽃이 지고 그 자리에 생기지만 연

꽃은 꽃과 열매가 함께 나란히 생겨나는 생태적 특

징을 지니고 있다. 연꽃은 7, 8월 사이에 피며 꽃잎

의 수는 8~15개이고 한 꽃대에 한 송이만 핀다. 꽃

의 색상은 연한 홍색, 진분홍색, 복숭아색, 노란색,

백색 등 다양하다. 꽃 속에는 원추를 거꾸로 세운 모

양의 녹색 연밥이 있고 그 윗면의 벌집모양 구멍 속

에 2㎝ 정도의 타원형 씨가 있으며 10월경에 익는다.

연 씨는 수명이 길어서 3000년이 지나도 싹을 틔운

다고 한다.
15)
부채 살처럼 퍼져 있는 크기 40㎝ 정도

의 연녹색의 크고 둥근 잎은 뿌리줄기에서 나와 물

위에서 자라는데 물에 젖지 않는다.

2) 연의 상징

연꽃은 더러운 진흙에서 피어나도 꽃잎을 더럽게

물들지 아니하고 항상 깨끗하므로16) 연은 우리에게

사바세계에 살면서도 얼마든지 청정한 불성을 꽃피

울 수 있다는 상징이 되어준다. 이러한 연은 불교뿐

만 아니라 유교에서도 청렴의 상징으로 보아 연꽃을

순결하고도 고상한 품격에 비유하여 꽃 가운데 군자

라 하였다.
17)
또한 연은 옛날부터 생명의 창조, 번영

의 상징으로 애호되었는데 그 이유는 연 씨의 강한

생명력 때문이다.18) 연 열매는 귀자(貴子)를 의미하

며 그것과 함께 생생한 연꽃의 자태는 ‘연생귀자(緣

生貴子)’라 풀이되어 연이어 귀한 자식을 낳는다는

뜻을 지닌다. 조선시대에는 불교와 관계없이 일상생

활에 연을 그린 그림을 애용하여 가정에 복을 기원

하기도 하였다.19)

3) 연의 조형미

연꽃에 대한 이미지는 서양에서는 화려하고도 요

염한 아름다움의 대상으로 이해되는 반면, 동양에서

는 무상하면서도 아름다움의 대상으로 생각되고 있

다.20) <표 1>과 같이 연을 구성하는 꽃, 잎 그리고 연

밥을 사진촬영하고 그것을 그래픽 작업하여 연의 조

형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1>의 <사진 1>과 같이

연꽃의 아름다운 곡선과 엇갈리면서 이동하는 연꽃

잎의 율동성, <사진 2>의 자연스러운 물결 모양의 둥

근 잎과 부채 살처럼 퍼져 있는 잎맥 그리고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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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의 사진 컴퓨터 그래픽 작업 조형요소

<사진 1> <그림 1>

연꽃의 곡선, 연꽃잎의 엇갈리는 율동성

<사진 2>
<그림 2>

연잎의 파선, 잎맥의 방사선

<사진 3>

<그림 3>

원추를 거꾸로 세운 형의 연밥, 타원형의 연 씨

- 필자 사진촬영 및 일러스트

<표 1> 연의 조형성

3>과 같이 원추를 거꾸로 세운 모양의 연밥과 연밥

의 윗면 구멍에 존재하는 타원형의 연 씨 등 파선

(波線), 직선 및 타원의 집합 구성 같은 여러 가지

조형 요소가 깃들어져 있다.21)

연의 조형성을 살린 예술품들 중, 불교가 국교였

던 고려시대에는 불교의 상징적인 꽃인 연꽃을 고려

청자에 많이 표현하였다.

고려청자에 표현된 연꽃의 조형성을 유형별로 살

펴보면 먼저, 형상을 외형으로 조형화한 형태로써
22)

<그림 4>는 12세기 후반의 청자어룡형향로이며 연꽃

바탕 위에 뚜껑이 있고 뚜껑 위에 어룡이 있다.
23)

<그림 5>는 13세기의 청자진사채연화문주전자이며

큰 연꽃 봉오리 위에 작은 연꽃 봉오리가 포개진 조

롱박 모양의 주전자이다.
24)
다음으로 연꽃의 꽃잎, 연

잎 등을 세밀하게 음각 또는 투각으로 표현한 형태

로써25) <그림 6>은 11세기의 청자음각연엽문귀때그

릇이며 중앙의 연밥형 꼭지를 중심으로 바람개비 모

양의 7개의 파상곡선문을 돌려 연잎을 나타내었다.
26)

<그림 7>은 12세기의 청자음각연당초문 항아리이며

몸체 전면에 굵은 선으로 유연한 연당초문이 굵은

음각선으로 화사하게 장식되어 있다.
27)
<그림 8>은

12세기의 청자투각연화문베개이며 바닥을 제외한 전

면에 연화문과 모란문을 밀도 있게 장식하였다. 넓고

둥근 측면에는 연꽃과 잎으로 구성된 연화문을 투각

하였고 그 위아래는 양각의 당초문 띠를 돌렸다.
28)

<그림 9>는 12세기 중반의 청자투각연당초문주전자

이며
29)
연잎으로 둘러싸인 받침대는 꽃잎 하나하나

를 질서 있게 붙여서 만들었으며 연꽃 줄기를 잡고

노니는 동자가 동화적 색채를 풍긴다.30) 마지막으로

연꽃을 펼쳐놓은 모양을 도안화하여 연속적으로 구

성한 연판문 형태로써 <그림 10>은 12세기의 청자양

각연판문접시이며31) 연꽃을 도안화시켜 단순한 선으

로 간결한 형태로 조형화하였다.
32)
<그림 11>은 12세

기의 청자양각연판문화병이며 넓은 어깨에 백퇴화점

을 한 줄 돌리고 여기에 붙여 여의두문대를 두었으

며 둥근 몸체의 아래에는 양각의 복연판문을 돌렸

다.
33)

한국미술사상 회화가 가장 발전하였던 때는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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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청자어룡형향로

-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에

기대서서, p. 246.

<그림 5>

청자진사채연화문주전자

-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

p. 51.

<그림 6>

청자음각연엽문귀때그릇

- 한국전통문양2 고려청자,

p. 44.

<그림 7>

청자음각연당초문 항아리

- 한국전통문양2 고려청자,

p. 24.

<그림 8>

청자투각연화문베개

- 한국전통문양2 고려청자,

p. 26.

<그림 9>

청자투각연당초문주전자

- 우리 옛 도자기,

p. 29.

<그림 10>

청자양각연판문접시

- 우리 옛 도자기,

p. 23.

<그림 11>

청자양각연판문화병

- 한국전통문양2 고려청자,

p. 28.

시대라 하겠다. 조선시대에는 문인화가들과 화원들에

의하여 회화가 가장 폭넓고 활발하게 전개되었다.34)

조선시대 회화에 표현된 연꽃을 살펴보면 <그림 12>
35)

는 이함의 <백로도>로, 백로 한 마리와 연밥이 묘사

되어 있다. 이를 일로연과(一鷺蓮果)라 하며 一路連

科와 동음이의로써 과거를 준비하는 유생들을 격려

하는 그림이다. <그림 13>
36)
은 심사정의 <연지쌍압

도>로, 대각선 방향으로 시원스럽게 뻗어 오른 홍백

의 연꽃과 맵시 있게 말린 연잎들 그리고 맑은 채색

의 연밥과 복스럽고 사랑스러운 원앙 한 쌍이 밝고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다.37) <그림 14>38)는 심사정의

<화훼초충도>로, 활짝 핀 붉은 색의 연꽃과 바람에

의해 반쯤 말린 연잎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바

람에 흔들려 살짝 고개를 숙인 연꽃을 향해 잠자리

가 날아들고 있다. <그림 15>
39)
는 심사정의 <수금문

향>으로, 물총새 한 마리가 연꽃 줄기를 타고 앉아

그 아래서 탐스럽게 빛나고 있는 연꽃으로부터 그윽

한 청향(淸香)을 마시고 있는 작품이다.40) 신속하고

거침없이 대담하게 표현된 그림 아랫부분의 큼직한

연잎이 수묵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그 뒤의 연꽃이

수줍은 듯 고개를 살짝 내밀고 있다. 또한 대각선으

로 연밥이 길게 시원스럽게 표현되어 있다. <그림

16>
41)
은 심사정의 <홍련도>로, 푸른색의 연잎을 배경

으로 서있는 활짝 피 붉은 색의 연꽃이 시원스럽게

표현되어 있으며 연잎 뒤로 갈대가 묘사되어 있다.

새 한 마리가 연꽃을 향해 날아들고 있다. <그림

17>42)은 이윤영의 <연화도>로, 연지나 새 등 일체의

배경을 생략하고 오로지 연잎을 배경으로 우뚝 선

연꽃만을 화면 가득 표현하였다. 당시의 연꽃 그림과

는 다른 화풍으로 연꽃에 함축된 상징성이 더욱 강

조된 것이다.
43)
<그림 18>

44)
은 강세황의 <향원익청>

으로, 화면의 앞뒤에 시원스럽게 묘사된 두 장의 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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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이함, 백로도

- http://tpholic.com

<그림 13> 심사정, 연지쌍압도

- http://club.cyworld.com

<그림 14> 심사정, 화훼초충도

- http://club.cyworld.com

<그림 15> 심사정, 수금문향

- http://blog.joinsmsn.com

<그림 16> 심사정, 홍련도

- http://www.cha.go.kr

<그림 17> 이윤영, 연화도

- http://www.cha.go.kr

<그림 18> 강세황, 향원익청

- http://oyou.egloos.com/

<그림 19> 김홍도, 하화청정

- http://blog.naver.com

<그림 20> 김홍도, 연해도

- http://club.cyworld.com

른색 연잎과 그 사이에 활짝 핀 홍백의 연꽃 그리고

그 맨 뒤에 연봉오리가 묘사되어 있다. <그림 19>
45)

는 김홍도의 <하화청정>으로, 만개한 붉은 색의 연꽃

과 꽃잎의 결, 연밥 그리고 펼쳐진 연잎과 오므라든

연잎이 섬세하게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연지 부

분이 생략되어 있어 그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는

듯한 느낌이 든다. 왼쪽 윗부분에 잠자리 한 쌍이 표

현되어 있다. <그림 20>46)은 김홍도의 <연해도>로, 담

묵으로 그려진 연잎과 이제 막 피기 시작하려는 연

꽃이 화면 위 부분을 채우고 있으며 화면 아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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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꽃사진 컴퓨터 그래픽 작업

<사진 4> <그림 21> <사진 5> <그림 22>

<사진 6> <그림 23> <그림 24> <사진 7> <그림 25>

<사진 8>
<그림26>

<사진 9>
<그림 27>

<사진 10> <그림 28>

- 필자 사진촬영 및 일러스트

<표 2> 연 사진과 그것을 토대로 컴퓨터 그래픽 작업한 것

에 게 한 마리가 그려져 있다.
47)

이상과 같이 연은 예로부터 우리 민족 정서에 잘

어울리는 꽃으로 불교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꽃으로

도 알려져 있고 그 외에도 환생과 강한 생명력, 숭고

함, 깨끗함 등 동양에서는 무상하면서도 아름다움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48) 이러한 연꽃이 지니고 있

는 내용적인 면과 위의 자료를 통해 살펴본 연의 조

형적인 면을 디자인 개발에 참고하고자 한다.

Ⅲ. 직물디자인 개발
1. 디자인 개요
디지털 카메라를 디자인 개발도구로 활용, 연을

사진촬영하고 그래픽 작업을 통하여 연의 조형미를

최대한 살려 디자인하고자 하였다.

<표 2>는 경주 안압지 옆 연 군락지에서 사진 촬

영한 연과 그것을 바탕으로 컴퓨터 그래픽 작업한

것을 나타낸 것으로, 연 사진 중 동그라미 안의 이미

지를 그래픽 작업을 하였다. <그림 21>은 <사진 4>의

방사상으로 펼쳐진 연 잎맥을 표현한 것이다. <그림

22>는 <사진 5>중에서 연밥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며

<그림 23>과 <그림 24>는 <사진 6>중에서 연밥과 연

잎 그리고 연꽃과 연잎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다. <그

림 25>～<그림 28>은 <사진 7>～<사진 10>의 물결모

양처럼 구불구불한 둥근 연잎의 다양한 이미지를 표

현한 것이다.

2. 작품 설명
<작품 1>은 <표 2>의 <그림 21>과 같이 사방으로

펼쳐진 연 잎맥의 조형성을 이용하여 디자인한 것이

다. 먼저 큰 직사각형을 면분할한 다음, 방사상의 연

잎맥을 군데군데 적절하게 배치하여 모던한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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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

- 필자 디자인

<작품 2>

- 필자 디자인

<작품 3>

- 필자 디자인

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된 색은 노란색 계열, 연두색

계열 그리고 갈색 계열이며 포인트를 주기 위하여

보라색 계열을 사용하였다. 용도는 패션용으로 스카

프, 인테리어용으로 테이블보 또는 쿠션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작품 2>는 <표 1>의 <그림 3>과 같이 타원형의

연 씨가 존재하는 연밥 윗면과 <표 2>의 <그림 21>

처럼 방사상으로 펼쳐진 연 잎맥의 조형성을 이용하

여 디자인한 것이다. 먼저, 방사상의 연 잎맥을 간략

하게 표현하고 그 사이사이의 공간에 연밥을 적절하

게 채워 방사상의 연 잎맥을 디자인하였다. 그런 다

음 큰 정사각형을 <작품 1>과 같이 면분할하고 디자

인한 연 잎맥을 군데군데 배치하였다. 이때 연 잎맥

의 방향을 바꾸어 단조로움을 피하였다. 파랑색 계열

을 주조색으로 사용하였으며 연밥, 연 씨에 노란색

계열, 주황색 계열 및 연두색 계열을 보조색으로 사

용하였다. 주조색과 보조색이 서로 반대색 관계로 산

뜻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용도는 스카프 등의 패션용

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작품 3>은 <표 1>의 <그림 3>의 타원형의 연 씨

가 존재하는 연밥 윗면의 조형성을 이용하여 디자인

한 것이다. 배경의 곡선은 바람에 흔들리는 연의 줄

기를 표현한 것이다. 곡선의 사용으로 부드러운 이미

지를 표현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밥의 크기와 방향을

달리하여 율동적인 분위기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연

밥에 사용된 색은 보라색 및 파랑색 계열 그리고 배

경에 사용된 색은 파랑색 계열이다. 용도는 패션용으

로 머플러 및 넥타이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작품 4>는 <표 2>의 <그림 23>, <그림 24>, <그림

25>, <그림 26> 및 <그림 28>의 연꽃, 연잎 그리고

연밥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디자인한 것이다. 연꽃에

사용된 색은 분홍색 계열, 연잎에 사용된 색은 녹색

계열, 연밥에 사용된 색은 연두색 계열 그리고 배경

에 사용된 색은 파랑색 계열이다. 연잎의 녹색과 연

꽃의 분홍색이 보색관계로 포인트를 이루고 있다. 그

리고 연꽃과 연잎의 방향을 달리 배치함으로써 단조

로움을 피하고자 하였다. 용도는 스카프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작품 5>는 <표 2>의 <그림 25>～<그림 28>의 연

잎 그리고 연밥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디

자인한 것이다. 연잎에는 연두색 계열, 배경에는 노

란색 계열을 사용하였다. 연잎의 연두색과 배경의 노

란색이 유사계열로써 차분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음

과 동시에 가장자리에 파랑색을 사용하여 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용도는 테이블 러너 등 인테

리어용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작품 6>은 <표 2>의 <그림 25>～<그림 28>의 연

꽃, 연잎, 연밥 이미지와 연못의 잔잔한 물결을 곡선

으로 표현함으로써 부드럽고 율동감을 느낄 수 있도

록 하였다. 또한 연못 수면에 비친 연꽃의 이미지를

사각형에 담아 표현하였다. 정적이고 차분한 분위기

를 느낄 수 있다. 용도는 머플러 등의 패션용에 이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작품 7>은 연못에 떠 있는 연잎의 이미지를 단순

화하여 디자인한 것으로 배경의 수직선은 연못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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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

- 필자 디자인

<작품 5>

- 필자 디자인

<작품 6>

- 필자 디자인

<작품 7>

- 필자 디자인

의 나무줄기를 단순화하여 표현한 것이다. 수직선의

사용으로 준엄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음과 동시에

연잎을 자유롭게 배치함으로써 자연스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연잎에 사용된 색은 연두색 및 녹

색 계열, 배경에 사용된 색은 파랑색 계열이다. 용도

는 패션용으로 넥타이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Ⅳ. 결론
21세기에 이르러 ‘디지털’은 거의 모든 분야에 사

용되고 있으며 우리의 생활 방식에서부터 문화와 의

식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변화를 이끌

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예술 역

시 디지털과 아우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카메라를 디자인 개발 도구

로 사용하였다. 자연의 한 소재로서 연을 직물디자인

의 개발 소재로 선택하고, 연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

지 조형요소를 직물디자인 개발에 활용하여 일곱 가

지의 스카프, 넥타이 등의 패션용뿐만 아니라 테이블

보, 테이블 러너, 쿠션 등의 인테리어용 직물디자인

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개발된 직물디자인은 다양

한 패션용품과 인테리어용품으로 제작될 것으로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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