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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Jikji, Memory of the World of UNESCO, the world's oldest extant movable metal print book, 
is a cultural heritage to give motivation for IT power of Korea. Although the cultural value of 
Jikji is understood in Korea, the value of cultural assets is not satisfactory and the commercializa-
tion is not sufficient. Furthermore, most Jikji product designs on the market are simple and lim-
ited mainly for the old gener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ign fashion-cultural prod-
ucts suitable for young people who will be responsible for this cultural inheritance. The methods 
of this study were to make the design development through literature research and a case study 
for Jikji products on the market. For developing the products suitable for young people, 308 
university students in Chungju were surveyed. To express end products, computer graphic pro-
gram, Illustrator CS5, was u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products on the mar-
ket were not targeted for use by young people. The younger generations want modern and in-
teresting design. Among the 8 design motives that are planned for design development, the most 
preferred motive numbers, 3, 7, and 8, were used. Design items, such as scarf, wallet and 
t-shirts, were selected by the result of survey and 3 scarves, 4 wallets, 3 t-shirts, a total of 30 
items were developed. The designed products in this study can inform the cultural resource of 
Korea and contribute to raise the cultural value if they are commercialize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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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1세기 들어 문화를 기반으로 한 창의적 사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세계화를 위한 경쟁력의

원천 또한 문화산업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문화 경쟁

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고 할 만큼 문화가 국가의

이미지 형성을 위한 핵심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최

근 세계 각국들은 각국의 고유한 문화를 바탕으로

자국의 아이덴티티를 대표할 수 있는 국가 이미지를

형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가의 이미지는 단기간

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대표적인 이미지로

형성된다. 글로벌 사회에서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다.

세계적인 커뮤니케이션 학자인 윌버 슈람(Wilbur

Schramm)은 문명의 발전을 4번에 걸친 정보혁명을

통해 진행되어 왔다고 하였다. 첫 번째 정보혁명은

자기의 의사를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언어의 사

용, 두 번째 혁명은 말을 문자로 기록하기 시작한 것,

세 번째 정보혁명은 금속활자 인쇄술의 발명, 네 번

째 혁명은 컴퓨터의 등장과 인터넷 시대의 개막이라

고 하였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문명이 가능하도록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바로 제 3차 정보혁명인 금

속활자 인쇄술의 발명이라고 하였다.1)

세계적인 언론사인 미국 타임사가 발행하는 라이

프지의 1998년 밀레니엄 특집호에서 지난 1000년을

마감하며 지구의 역사를 바꾼 100대 사건에 대해 보

도하였는데,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로 성경을

찍어낸 것이 바로 1위로 선정되었다. 1998년은 직지

가 세계최초의 금속활자본으로 공인받기 이전으로,

금속의 활자 인쇄술이 정보의 전파를 확산시켜 인류

문명사의 중대한 사건인 종교개혁의 변화를 가져왔

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유네스코 기록유산이자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인 직지는 그러나 아직까지 세계

적인 문화자산으로서의 인식이 불충분한 실정이다.

아직도 세계 유수의 백과사전에는 직지가 아닌 구텐

베르크 성서가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으로 기록되

어 있다. 독일이 해마다 마인츠시에서 구텐베르크 성

경에 대해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축제를 통해 홍보

하고 있는 것에 반해 직지의 홍보는 국가적인 차원

보다는 지역축제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직

지가 역사적 자료로만 여겨지고 일상과 접목된 친근

한 문화유산으로 인식되지 못하면서 젊은 층의 관심

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직지에 관한 학계의 연구를 살펴보면, 2000년대

초반까지는 책에 대한 고증적 연구나 실물로서의 책

에 관한 분석적, 비평적 연구를 주로 하는 서지학 분

야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최근에는 직지에 대한

경제학적, 문화사적 접근이 이루어지기 시작해, 정연

정, 공기서2)가 조건부 가치평가법을 활용하여 직지

에 대한 문화적 가치를 분석한 바 있는데, 직지의 총

가치는 연간 2,237.37억원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김병

희3), 조창연4) 등은 직지의 인지도 제고방안이나 직

지를 활용한 도시 마케팅 전략에 대해 연구하였고,

송우영5) 등은 직지 축제에 대한 분석과 활용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직지와 관련한 디자인 개발 연구로

는 정경연, 박성준6)과 이규남7)의 연구가 있으나, 이

들 논문은 주로 공예품과 소품을 중심으로 한 것으

로 구매자의 의식이나 상품에 대한 시장조사 등 디

자인 개발에 필요한 실질적인 측면은 이루어지지 않

았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직지 관련 축제 및 다양한

홍보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직지 상

품에 대한 현황 및 타겟 소비자 조사를 통하여 장차

우리의 문화유산을 계승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는

젊은 세대의 감각에 맞는 패션문화상품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는 직지의 산업화를 위한 초석이 될 수 있

으며 우리 문화유산의 현대적 계승에 기여할 수 있

을 것이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사례연구, 설문조사

를 병행한 후 디자인 개발을 실시하였다. 먼저 직지

에 대한 문헌 및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문화유

산으로서의 직지를 이해한 후, 직지관련 사업 및 개

발된 상품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젊은 세대

의 감성에 맞는 상품개발을 위하여 직지의 고장 청

주 소재 대학생 3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여 직지에 대한 인식과 시판 상품에 대한 평가 및

디자인 개발을 위해 필요한 방향을 설정하였다.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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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내용의 분석을 통하여 디자인 기획의 테마를

선정한 후 패션문화상품의 디자인을 실시하였다. 디

자인 전개는 Illustrator CS5 캐드 프로그램을 활용하

여 도식화 형태로 제시하였다.

Ⅱ. 문화유산과 디자인 개발
지식기반사회가 진전되면서 문화의 사회 경제적

가치가 확장되고 있다. 문화는 이제 국가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미래사회의 성장 동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인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는

21세기에는 문화산업에서 각국의 승패가 결정될 것

이라 하였다.8)

문화유산은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인류의 유형,

무형의 모든 문화적 소산을 포괄한다. 즉, 인류의 미

래 문화발전을 위해서 다음 세대에게 계승, 상속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인류 사회의 문화적 소산

이자 정신적, 물질적인 모든 문화양식을 말한다.9) 민

족의 공동체적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며 전 인류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산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문화유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문화관광부에서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문화원형 디지털화 사업’을

추진하여 한국의 역사와 전통, 풍물, 생활,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의 문화원형을 디지털 콘텐츠

화하였다.10) 이 과정에서 문화산업에 필요한 창작소

재를 발굴하는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그 결과 161개

의 문화원형 콘텐츠가 개발되었다. 또한 문화산업의

육성을 목표로 2005년에 ‘문화강국 2010 비전’을 발

표하여 문화, 관광, 레포츠산업분야를 21세기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삼고자 하였다. 특히 문화산업 분야

에서는 국제 수준의 문화산업 시장을 육성하고, 저작

권을 보호하는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11)

반만년의 장구한 역사 속에 우리는 많은 문화유산

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도 꽤 있다. 세계문화유산이란 세계사와 세

계문화에 중요한 영향을 준 자료로, 역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거나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한 지역에 대한

정보 자료나 인물 등을 기록한 자료, 혹은 사회적,

문화적 또는 정신적 가치를 지니는 자료들을 말한다.

석굴암과 불국사, 경주역사지구, 조선왕릉 등과 같은

문화유산 뿐 아니라 직지심체요절, 조선왕조실록, 훈

민정음 같은 기록유산도 다수 있다. 이러한 문화유산

은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그 정신을 현대화하

기 위하여 다각도에서 재조명될 가치가 있다.

전통적 의미의 문화산업 분야에서 시각화의 결과

물로서의 디자인은 이미 필수적이며12) 문화의 정체

성을 표현하는 효율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다. 1980

년대 이후 디자인의 개념이 산업생산시대의 기능주

의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21세기 문화산업시대를 맞

아 문화 속에서 체험과 감성을 지닌 상징적 의미로

확장되었다.13) 빅터 파파넥(Victor Papanek)은 사물

이 정신적인 가치를 지니려면 그 사물의 짜임새와

더불어 이에 대한 디자이너의 의지가 전제되어야 한

다고 강조하였다.14) 디자이너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

가 점차 광범위해지면서 디자인의 범위도 시각적 조

형물의 개념을 넘어 사회현상, 문화현상으로 이해되

기도 한다.15)

디자인은 창조적인 문화 전파자이자 문화의 척도

로 평가되며 종종 문화적인 정체성을 상징하기도 한

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한 글로

벌 문화가 보편화되면서 진정한 문화 아이콘으로서

의 디자인의 효력이 흔들리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글로벌 문화는 문화적 차이나 다양성의 양상을 보여

주기 보다는 세계화의 획일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경

향이 크기 때문이다.16) 그러나 각국의 전통 문화유산

을 활용한 디자인은 문화 정체성에 대한 요구가 지

속되는 한 끊임없이 등장할 것이며 향후 획일화된

글로벌 문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더욱 중요하게 부각

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적 정체성을 지닌 디자인이란 단순히 전통의

문양이나 형태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의 고유

성에 바탕을 둔 디자인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0년대 중반 이후 크게 부상하고 있는 한류를 하

나의 문화현상으로 보고 한류의 세계화를 통하여 국

가 브랜드인 ‘한 브랜드(Han brand)’의 가치를 높이

기 위해 우리 문화의 원류로 대표성을 띄는 한글, 한

복, 한옥, 한식 등 전통문화를 브랜드화 하고자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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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문화유산은 인류의 문화적 소산으로 문화

를 기반으로 한 디자인에 있어 중요한 창작의 자원

으로 활용될 수 있다. 문화유산을 활용한 디자인은

자국의 문화를 알리고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매우 유용하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

는 것은 문화의 정체성과 고유성에 바탕을 둔 디자

인이야 말로 외국 제품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과거의 모

습에 대한 재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 관점

에서 재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전통문화의 현대적 전

승이 이루어질 수 있다.

Ⅲ. 문화유산 직지와
직지 문화상품 조사

1. 직지에 대한 고찰
현존하는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인 ‘직지’는 1377

년 7월 경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되었다. 정식 명칭은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尙抄錄佛祖心

體要節)’로 백운화상이 선(禪)의 요체를 깨닫는 데에

필요한 내용을 뽑아 1372년에 펴낸 불교 서적으로

원나라에서 받아온 불조직지심체요절의 내용을 대폭

늘려 상·하 2권으로 엮은 것이다. 직지는 상, 하 2권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상권은 전하지 않고 하

권 중 한 권의 책 만이 프랑스 국립도서관 동양문헌

실에 전하고 있다.

직지는 재불학자인 박병선 박사가 프랑스 국립도

서관에 근무하던 1972년에 유네스코가 주관한 ‘세계

도서의 해’ 기념으로 개최된 ‘책(Le Livre)' 전시회에

서 직지가 금속활자로 간행되었음을 고증하여 세상

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후 1985년 직지를 간행

한 청주 흥덕사 터의 발굴 이후 1986년 충청북도 주

최로 열린 ‘청주 흥덕사지 학술회의’를 통해 흥덕사

가 학계로부터 인정받게 되었다. 1992년에 흥덕사지

의 정비와 함께 청주고인쇄박물관이 개관하게 되었

고 직지는 2001년 9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

재되어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직지는 백운화상의 창작이 아니라 ‘초록’으로 선

(禪)의 요체를 깨닫는 데에 필요한 내용의 정수를

엮은 책이다<그림 1>17). 백운화상이 초록했던 원저서

인 ‘불조직지심체요절’은 중국 송나라 때의 석옥 청

공 화상이 편찬한 책으로 역대 불조사(佛祖師)들의

어록에서 선의 요체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발췌, 수

록해 놓은 책이다. 백운화상이 이 책의 내용을 다시

요약하면서 신라의 고승인 대령선사의 이야기를 추

가하였고, 타계하기 3년 전에 원고를 탈고하였다. 백

운화상의 사후 그의 제자인 석찬과 달잠이 청주 흥

덕사에서 금속활자로 인쇄하여 세상에 빛을 보게 되

었다.18)

직지의 내용은 석가 이전의 칠불(七佛)과 석가에

서 달마까지의 28불, 그리고 달마 이후 혜능(慧能)까

지의 육조(六祖)의 가르침과 그 이후 스님들의 여러

선문답과 함께 경(經), 논(論), 송(頌)에서의 몇몇

발췌문으로 이루어져 있다19). 직지의 중심주제인 직

지심체는 사람이 마음을 바르게 가졌을 때 그 심성

이 곧 부처님의 마음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20)

여기에는 불교의 전통적인 선(禪)사상이 내포되어

있다.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통일하여 무아정적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한 수행의 방법인 선은 본래 마

음을 발견하기 위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직지는 서양이 자랑하는 독일 구텐베르크 성경보

다 70여년이나 앞선 것으로 우리 민족의 자존심과

민족적 자긍심의 바탕이 되는 위대한 문화유산이다.

당시 문화 대국이던 중국 보다 앞서 금속활자를 발

명했다는 것은 고려의 인쇄기술과 문화의 우수성을

증명한다고 하겠다. 금속활자를 발명하게 된 계기가

책의 간행을 손쉽게 하기 위함임을 감안할 때, 금속

활자에 의한 인쇄술은 책을 통한 지식의 대량보급과

이를 통한 인류문화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직지는 단순한 고인쇄물이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앞선 인쇄문명을 만들어낸 우리 조

상의 정신을 상징한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의 인

터넷 홈페이지에는 ‘직지는 현존하는 금속활자 인쇄

물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며, 이 책은 인

류의 인쇄 역사와 기술 변화를 알려주는 중요한 증



문화유산을 활용한 패션문화상품 디자인

- 137 -

거물이다’라고 직지의 등재이유를 밝히고 있다.21)

금속활자 인쇄는 책을 찍을 때마다 엄청난 양의

목판을 새겨야 하는 목판인쇄에 비해 처음 활자를

만드는 데에는 비용이 들지만 한번 만들어 놓으면

글자들의 조합을 통해 어떤 책이든 찍어낼 수 있으

므로 정보의 신속한 전파를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보다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교정이 쉬운 인쇄 기술을

가능하게 하였고, 활자 인쇄술에 적합한 기름먹을 발

명하는 계기가 되었다.22) 직지는 과히 세계 인쇄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3차 미디어 혁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수도가 아닌 청주라는 지방도시에서 금속활

자를 인쇄했다는 것은 금속활자의 인쇄술이 수도 개

성에서만 행해진 것이 아니고 전국의 여러 지역에

보급되었음을 유추하게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직지는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이미 문화선진국, 정

보 강국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며 이

는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IT강국으로 자리매

김 한 사실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직지

- http://jikjiworld.

cjcity.net

<그림 2> 직지 워드마크

- http://jikjiworld.

cjcity.net

2. 직지관련 사업 및 문화상품 현황
1) 직지관련 사업현황

직지는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직지 간행지

역인 청주시를 중심으로 홍보활동과 관련 사업이 이

루어지고 있다. 청주시는 직지를 기반으로 청주를 세

계적인 문화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꾸준히

모색하여 왔다. 1996년 청주시민회가 ‘직지 찾기 운

동본부’를 설립하여 어딘가에 소장되어 있을지 모르

는 또 다른 직지를 찾는 ‘직지 찾기 운동’을 벌인 바

있다.23)

직지의 예술화작업의 일환으로 2000년 오페라 직

지가 탄생하였고, 2003년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연구용역에 의해 ‘직지의 세계화, 청주의 세계화 전

략’이 수립되었다. 청주시는 직지에 대한 대중적 관

심을 이끌기 위하여 2003년부터 직지축제를 개최하

고 있다. 이 축제는 청주직지축제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식 행사로 직지의 가치를 알리고 지역적 자긍심을

높여 많은 사람들이 축제에 참여함으로써 자연스럽

게 직지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다.24) 2003년부터 2006

년까지는 매해, 2008년부터는 격년제로 전환하여 열

리고 있다.

청주시는 직지를 청주를 대표하는 세계적 브랜드

로 만들기 위해 2005년 한글 ‘직지’, 한문 ‘直指’, 영문

‘직지워드 마크<그림 2>25)’ 등을 상표 등록하였다.26)

한편 2007년 청주 고인쇄박물관 부근이 재정경제부

에 의해 ‘직지문화특구’로 지정되었는데27), 청주시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직지문화특구 1단계 사업으

로 직지문화 특화거리와 직지문화 상품 개발, 관광자

원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했으며, 2012년 현재 청주

고인쇄박물관 일원을 전통문화예술 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2단계 사업을 시행 중이다.28)

2) 직지 문화상품 현황

시판되고 있는 직지 문화상품에 대한 분석을 통하

여 현황과 한계점을 파악하고 직지패션문화상품의

디자인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고자 한다. 직지

문화상품은 직지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고인쇄

박물관, 청주시가 설립한 한국공예관29), 기타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표 1>30). 직지 문화

상품은 주로 생활소품을 위주로 직지의 고장인 청주

지역을 중심으로 생산, 판매되고 있으며, 한국공예관

및 중소기업체 제품의 경우 인터넷 구매도 가능하다.

문화유산 직지를 알리기 위해 건립된 청주 고인쇄

박물관의 경우 박물관 입장권이 직지의 표지 모양을

형상화 한 것으로 책갈피를 겸하게 되어 있다. 기념

품 숍에서 직지관련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었으나, 직

지와 관련 없이 인사동 등에서 볼 수 있는 전통 기

념품의 비중이 더 높았다. 직지 문화상품의 경우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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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처 아이템 종류 디자인 특징 가격 사진

고인쇄

박물관

책갈피 1 직지 서체 활용 2,000원

클리어파일 1 직지 판본 활용 1,000원

꼬마수첩 1 직지 서책 형상 활용 1,000원

스프링 수첩 1 직지+ 한국적이미지 2,000원

다이어리 4
직지 서책 형상 활용, 풍속화+직지를

도장으로 찍음

2,000원

~3,000원

접시세트 1 직지 서체를 활용한 육각 나무접시 25,000원

부채 5 직지 서체를 활용한 둥근부채와 접부채
3,000원~

10,000원

대추술 1 직지서책 모양을 활용한 술병과 소주잔 25,000원

청주

공예관

넥타이 10
직지 한자 및 한글 서체를 활용하여

자카드 문양으로 표현

33,000원

~58,000원

스카프 4
직지 서체와 기하학적 패턴으로

그래픽적으로 표현

50,000원

~58,000원

접시 3 직지서체를 대나무, 배꽃과 함께 표현 10,000원

공기대접세트 1 직지 서체를 배꽃과 함께 표현 30,000원

커피잔세트 2 직지 서체를 배꽃과 함께 표현 40,000원

머그컵세트 1 직지 서체를 배꽃과 함께 표현 20,000원

지갑 3
직지 서체와 화문을 활용한 장지갑,

명함 지갑

20,000원

~27,000원

에코백 2
직지 서책과 사찰의 이미지를 합성하여

표현
17,000원

티셔츠 3
디자이너 이상봉 디자인, 직지 서체와

한글 모티브 활용
30,000원

보 타이 6 직지 서체를 활용 36,000원

열쇠고리 1 직지 활자판 활용 5,000원

사무용품세트 1 직지 활자판을 활용, 주석 소재 35,000원

명함케이스와

키홀더 세트
1 직지 활자판을 활용, 자개 소재 25,000원

종이칼과

키홀더 세트
1 직지 활자판을 활용한 금속재질 35,000원

<표 1> 직지 문화상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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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저금통 1 직지 서책 활용, 금속 재질 10,000원

시계 저금통 1 직지 서책 활용, 금속 재질 18,000원

열쇠고리 1 직지 서책 모양 활용, 금속 재질 5,000원

넥타이 4 직지 서체를 활용한 실크 자카드 넥타이 50,000원

지가 서책이므로 책과 연관성이 있는 수첩이나 다이

어리, 클리어 파일, 책갈피 등 문구류가 주를 이루었

고, 가격대는 1,000원~3,000원 정도로 저렴하였다.

이는 박물관을 많이 찾는 유아 및 어린이들의 눈높

이에 맞춘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나무 접시세트나

부채, 주류 등의 기념품이 있었으나 직지의 서체나

직지 서책의 모양을 그대로 활용한 제품이 대부분으

로 상품성은 크지 않았다.

반면 한국공예관은 보다 상품성 있는 직지 문화상

품을 상설판매하고 있었다. 이곳에는 청주시가 ‘세계

공예비엔날레 개최 도시’라는 점과 ‘직지의 고장’이라

는 이미지를 접목시켜 주로 공예품이나 생활소품을

중심으로 한 직지 상품이 많았다. 한국공예관에는 직

지 상품들이 한 코너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릇이나

컵 등의 식기류는 주로 배꽃과 직지 서체를 이용한

실용적인 제품이었고, 명함집, 종이칼, 키 홀더, 사무

용품 세트 등은 선물용 공예품의 형태로 직지의 활

자판을 활용한 주석, 자개, 금속 제품들이 주를 이루

었다. 이 밖에 넥타이, 보타이, 지갑 등의 소품 등은

작은 크기의 직지 서체와 전통문양이 어우러진 보수

적인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의류 분야에서는 2010년

도에 패션디자이너 이상봉이 한정판으로 직지 홍보

를 위해 디자인 한 티셔츠31)가 판매되고 있었다. 이

티셔츠는 직지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이끌어내는데

기여하였으나 한시적 이벤트로 직지 홍보를 통합하

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지는 못했다.

이밖에 청주시에 소재한 공예 관련 일부 중소기업

체에서 직지와 관련된 제품들을 개발하여 매장 및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고 있었다. 전통 수공예품을 생

산하는 V사에서는 직지 저금통과 열쇠고리 등의 제

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한국 전통 문화를 활용한 액

세서리나 스카프, 넥타이 등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K

사는 다양한 디자인의 직지 스카프와 넥타이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일부 제품은 한국공예관에서 판매

하고 있었다.

직지 문화상품의 현황을 정리해 보면 전반적으로

직지 서책의 형상이나 서책의 표지나 내용 중에 쓰

인 서체를 활용하여 디자인 되었으며 특히 공예품이

나 생활소품 등의 비중이 많았다. 고인쇄박물관의 제

품들은 저렴한 가격대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문구

류가 많았고, 한국공예관과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

는 많은 제품들은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스타일로 성

인취향에 가까워 최근 젊은이들의 감성과는 거리가

먼 것이 많았다.

Ⅳ. 직지 관련 의식 및
디자인 선호 조사

1. 연구방법
직지 패션문화상품 개발을 위한 사전조사로 직지

에 관한 의식과 디자인 선호도를 조사하기 위해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11년 3월 3일부터 3월 15일

까지 직지가 간행된 청주 지역 대학생을 중심으로

총 340부를 배부하여 불성실하게 응답한 32부를 제

외한 총 308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설문내용은 크

게 직지에 대한 인지도 및 관련 상품 구입여부, 시판

직지 상품에 대한 평가, 직지 패션문화상품 개발을

위한 아이템, 이미지, 디자인 모티브에 대한 선호도

로 구성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문항에 따라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

하였고,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시판되고 있는 직지 상품에 대한 평가는 현장조사

를 통해 연구자가 직접 촬영한 직지 상품사진 중 디

자인이 유사한 것을 제외하고 아이템별로 구분하여

총 26종의 상품을 빔 프로젝터를 사용하여 제시하였

고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였다.

직지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시판 상품분석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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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잘 안다 안다 모른다 전혀 모른다 합계 

성별
남 32(22.2) 72(50.0) 21(14.6) 19(13.2) 144(100.0)

10.231*
여 22(13.4) 100(61.0) 32(19.5) 10(6.1) 164(100.0)

출신

지역

서울․경기 11(11.3) 44(45.4) 23(23.7) 19(19.6) 97(100.0)

35.431***
충청 39(24.2) 96(59.6) 18(11.2) 8(5.0) 161(100.0)

경상 3(9.1) 20(60.6) 9(27.3) 1(3.0) 33(100.0)

기타 1(5.9) 12(70.6) 3(17.6) 1(5.9) 17(100.0)

합계 54(17.5) 172(55.8) 53(17.2) 29(9.4) 308(100.0)

* p<.05, *** p<.001

<표 2> 성, 출신지역에 따른 직지의 인지도

토대로 8개의 디자인 모티브를 기획하여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디자인을 고르게 하였다. 직지가 활자본으

로 형상화할 수 있는 대상이 극히 한정적인 특성으

로 인하여 직지 표지의 한자 서체 및 영문 서체를

활용한 디자인을 주로 전개하였다. 설문조사에서 각

모티브 별로 개발 의도를 설명하면서 빔 프로젝터를

사용하여 보여주었고 개인적인 선호 디자인 및 젊은

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디자인을 선택하게 하였다.

모티브는 개인적 선호컬러가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컬러를 입히지 않은 흑백의 도안형태로 제

시하였다.

2.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조사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남자가 144명(46.8%),

여자가 164명(53.2%)으로 나타나 여자가 약간 더 많

았지만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출신지역은 충청

지역이 161명(52.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

였고, 서울․경기 지역이 97명(31.5%), 경상도가 33

명(10.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는 만 17~19

세가 122명(39.6%), 만 20~22세가 131명(42.5%), 만

23~25세가 45명(14.6%)으로 나타나 만 20세 전후의

분포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2) 직지에 대한 인지도

직지에 대한 인지도 조사 결과 ‘안다’가 172명

(55.8%), ‘자세히 잘 안다’ 54명(17.5%), ‘모른다’ 53

명(17.2%), ‘전혀 모른다’ 29명(9.4%)의 순으로 나타

났다. 성별, 출신지역별 직지에 대한 인지도의 차이

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로 볼 때, 남자는

‘안다(50%)’, ‘자세히 잘 안다(22.2%)’, ‘모른다

(14.6%)’의 순으로, 여성은 ‘안다(61%)’, ‘모른다

(19.5%), 자세히 잘 안다(13.4%)’의 순으로 나타나

남자가 자세히 잘 안다고 응답한 경우가 더 많았다.

출신지역별로는 충청을 제외한 지역이 ‘안다’, ‘잘 모

른다’의 순으로, 충청은 ‘안다’, ‘자세히 잘 안다’의 순

으로 나타나 직지가 간행되었던 충청지역 출신인 경

우가 직지에 대한 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3) 시판 직지 상품에 대한 평가

시판 직지 상품에 대해 구입 경험이 있는 경우가

18명(5.8%), 아닌 경우가 290명(94.2%)으로 나타나

대다수의 젊은이들이 직지 상품을 구입해 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입 유경험자의 경우 구입 품목은

생활소품 6명, 문구류 10명, 의류소품 1명, 티셔츠 1

명으로 나타나 문구류와 생활소품 구입이 대부분을

차지함을 알 수 있었다.

연구자가 시판 직지 상품으로 제시한 총 26종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한 결과, ‘직지 홍보에

적합하다(평균 3.54)’, ‘제품 디자인이 맘에 든다(평

균 3.38)’로 나타나 직지 상품을 통한 홍보효과와 디

자인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이상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주시가 직지의 브랜드화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상품개발이 직지 홍보에 긍정적

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꼭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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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평균 표준편차

직지의 표현성 4.09 .787

디자인의 우수성 4.50 .668

실용성 4.22 .802

가격의 적절성 4.13 .769

직지의 홍보효과 4.00 .860

<표 5> 패션문화상품 구매 시 고려사항

내용 평균 표준편차

제품의 디자인이 맘에 든다. 3.38 .824

꼭 사고 싶은 제품이 있다. 2.94 1.027

젊은 층 소비자에게 적합한 디자인이라고 생각한다. 2.57 1.004

직지를 홍보하는데 적합하다. 3.54 .939

개성적인 디자인이 많은 것 같다. 3.00 .993

<표 3> 시판 직지 상품에 대한 평가

티셔츠 스카프 넥타이 모자 가방 지갑 장갑
양말,

스타킹
합계

빈도

(%)

119

(19.3)

99

(16.1)

70

(11.4)

36

(5.9)

81

(13.1)

101

(16.4)

29

(4.7)

81

(13.1)

616*

(100)

* 복수응답결과임

<표 4> 직지 패션문화상품 개발 시 구매 희망 품목

싶은 제품이 있다(평균 2.94)’, ‘젊은 층 소비자에게

적합한 디자인이라 생각한다(평균 2.57)’로 상대적으

로 낮게 나타나 시판 상품이 젊은 층 소비자의 취향

에 맞지 않아 구매 자극을 주기에 부족한 것으로 나

타났다<표 3>.

4) 직지 패션문화상품 개발의 방향 설정

직지 패션문화상품 개발 시 구매를 원하는 품목에

대해 두 가지씩 고르게 했을 때, 빈도가 티셔츠

119(19.3%), 지갑 101(16.4%), 스카프 99(16.1%)의

순으로 나타나 젊은이들이 생활에서 자주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패션문화상품의 구매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

으로는 디자인의 우수성(평균 4.50), 실용성(평균

4.22), 가격의 적절성(평균 4.13) 등으로 나타나 디자

인의 우수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표 5>. 한편 직지 패션문화상품 개발 시 선호하

는 이미지는 ‘젊은(평균 5.65)’, ‘현대적인(평균 5.37)’,

‘재미있는(평균 5.03)’, ‘상징적인(평균 5.01)’의 순으

로 나타나 젊고 현대적인 느낌과 재미있고 흥미로운

요소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개발된 디자인 모티브<표 7>에 대한 평가로 개인

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모티브 디자인 3개를 순위를

매겨 고르게 하였다. 1순위에 3배, 2순위에 2배, 3순

위에 1배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모티브

7번(26.3%), 4번(22.62%), 3번(16.34%)의 순으로 높

은 결과를 보였다<표 8>. 또한 젊은 층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디자인을 두 개 고르게 했을 때, 그

결과는 <표 9>와 같이 모티브 4번(32.0%), 3번

(26.0%), 7번(18.5%)의 순으로 나타나, 모티브 3번,

4번, 7번에 대한 젊은 층의 선호도가 공통적으로 높

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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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티브 1 모티브 2 모티브 3 모티브 4 모티브 5 모티브 6 모티브 7 모티브 8 합계

빈도 122 115 302 418 182 58 486 165 1848**

(%) (6.60) (6.22) (16.34) (22.62) (9.85) (3.14) (26.30) (8.93) (100)

**가중치 부여: (1순위×3)+(2순위×2)+(3순위×1)

<표 8>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디자인

모티브 1 모티브 2 모티브 3 모티브 4 모티브 5 모티브 6 모티브 7 모티브 8 합계

빈도 27 31 160 197 30 22 114 35 616***

(%) (4.4) (5.0) (26.0) (32.0) (4.9) (3.6) (18.5) (5.7) (100)

*** 복수응답결과임

<표 9> 젊은 층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디자인

모티브 디자인 1 모티브 디자인 2 모티브 디자인 3 모티브 디자인 4

모티브 디자인 5 모티브 디자인 6 모티브 디자인 7 모티브 디자인 8

<표 7> 선호도 평가를 위한 직지 패션문화상품 모티브 디자인

<표 6> 패션문화상품의 선호 이미지

1 2 3 4 5 6 7

침착한 발랄한

전통적인 현대적인

노숙한 젊은

평범한 특이한

지루한 재미있는

절제된 장식적인

사실적인 상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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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지 자료분석>

∙세계최초 금속활자본

∙유네스코기록유산

∙불교의 선 사상

∙금속 활자본을 통한

정보의 확산

∙오늘날 IT 강국 코리

아가 될 수 있는 견

인차 역할을 함

<직지 상품조사>

∙박물관 및 전문판매

처에서 상시판매

∙아동취향, 혹은 성인

취향

∙공예품, 소품, 문구류

등의 제품군이 있으

나 디자인이 제한적

임

<소비자 조사>

∙직지인지도 조사

∙직지상품구매여부 및

시판제품 평가

∙디자인 개발의 방향

설정

(선호이미지, 아이템

모티브 선정)

<디자인 개발>

∙디자인 컨셉: 유네스

코 문화유산임과 정

보 확산의 의미 강조

∙젊은층이 선호하도록

젊고, 모던하게 표현

∙아이템 : 스카프, 지

갑, 티셔츠

∙모티브 : 3,4,7번

젊은층에 소구할

수 있는 디자인의

필요성 대두

젊은층을 위한

디자인의 방향성

설정

<표 10> 직지 패션문화상품 디자인 개발 프로세스

V. 직지 패션문화상품 디자인 개발
직지 패션문화상품의 디자인 개발을 위해 직지에

대한 이론적 고찰, 직지상품조사, 젊은 층 소비자의

의식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과정을 표로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으로 인정받은 유네스코

기록유산 직지가 지닌 문화사적 의미를 살펴보는 과

정에서 금속활자본이 지닌 정보 확산의 역할이 곧

오늘날 우리나라가 IT강국이 될 수 있었던 사실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직지상품조사를 통해

현재 시판되고 있는 직지상품이 아동용이나 혹은 성

인 취향으로 문화유산을 계승해야 할 사회적 소명이

있는 젊은이들의 취향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나

젊은 층을 위한 디자인 개발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이는 젊은 층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재확인되었는데, 조사 결과 시판 직지 문화상품은 젊

은 층 소비자의 감성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젊은 층이 직지패션문화상품으로 선호하는 이

미지나 아이템, 디자인 모티브 등을 통해 디자인의

방향성을 설정하였다.

직지 패션문화상품의 디자인 컨셉은 직지가 유네

스코 문화유산임을 알리며 직지가 지닌 정보 확산의

의미 등을 표현하되 젊은 층이 선호할 수 있도록 젊

고 모던한 감성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젊은 층

소비자들이 가장 구매를 원하는 티셔츠, 스카프, 지

갑을 대상으로 하였고, 간편하게 젊은이들이 사용하

는 반지갑과 캐주얼하게 착용할 수 있는 쁘띠 스카

프로 진행하였다. 디자인 모티브는 젊은 층을 위한

디자인에 가장 적합하다고 평가되며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모티브 3, 4, 7번을 선정하였다. 색채 배색은

설문조사 결과 젊은 층이 직지 패션문화상품 개발

시 선호한 ‘젊은, 현대적인, 재미있는’ 이미지를 반영

하기 위하여 ‘IRI의 배색 이미지스케일’을 적용하였

다. 디자인 1은 ‘귀여운, 즐거운, 재미있는’의 이미지

영역을, 디자인 2는 ‘경쾌한, 스포티한, 젊은, 자유로

운’ 이미지 영역을, 디자인 3은 ‘다이나믹한, 기운찬,

강한’ 이미지 영역의 배색을 메인 컬러로 적용시켰다

<표 11>32).

1. 직지 패션문화상품 디자인 1
디자인 1은 <표 7>의 모티브 3번을 활용한 것으로

직지가 세계 최초 금속활자본으로 정보의 전파에 기

여한 역사적인 가치를 현대화하고자 21세기 디지털

정보의 접근성을 높여주고 있는 QR코드의 이미지로

표현하여 귀엽고 재미있게 표현하고자 하였다<표

12>.

기본 모티브 M 1은 최근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QR코드의 형상을 활용하여 디자인에 적용하되 바닥

의 불규칙한 패턴을 부드럽게 변화시켰고 영문 ‘JI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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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IRI 배색 이미지 스케일을 적용시킨 디자인 1,2,3의 색채계획

와 한자 ‘直指’ 글씨와 능화판33)의 꽃무늬를 활용하

여 조화시켰다.

모티브 전개형인 M 1-1은 기본 모티브에 IRI의

배색 이미지 스케일 중 ‘귀여운, 즐거운’ 에 해당하는

컬러배색으로 올리브 그린, 다크 오렌지, 시 그린(sea

green) 컬러를 매치하여 다채로운 느낌을 주고자 하

였고, M 1-2는 바닥 패턴을 흰색의 라인으로 처리하

여 직지 글씨가 더 부각되도록 하였다. M 1-3은 QR

코드의 불규칙한 패턴을 바닥에 배치하여 추상적인

패턴처럼 표현하였고, 영문 'JIKJI'를 그 위에 오버랩

시켜 직지 이미지를 부각시키며 변화를 주었다.

스카프 S 1-1은 모티브 M 1-1을 적용시키며 45도

회전시키고 스카프의 테두리에 메인 컬러 3색을 연속

배색하여 전체적인 컬러감에 통일을 주면서 아기자기

한 느낌을 표현하고자 하였고, S 1-2는 모티브 M

1-1에서 색상 배색을 변화시켜 적용하고 사각의 모퉁

이에 한자 직지 서체를 배치하여 포인트를 주었다.

스카프 S 1-3도 역시 모티브 M 1-1의 배색을 단색으

로 변화시키고 모티브를 축소 적용하였고 테두리의

라인장식을 더하여 귀여운 느낌을 주고자 하였다.

지갑 P 1-1은 모티브 M 1-3을 적용한 것으로 직

지 서체를 지갑 사이즈에 맞게 축소한 후 회전, 적용

시켰고, P 1-2는 모티브 M 1-1을 적용시키되 모티브

사이즈를 크게 적용시켜 그래픽적인 느낌을 강조하

였다. P 1-3은 모티브 M 1-1을 적용하면서 색상을

다크 오렌지의 단색으로 깔끔하게 표현하였고, P 1-4

는 M 1-1을 적용하면서 패턴 사이즈를 지갑에 맞추

어 축소 적용하였다.

티셔츠 T 1-1은 모티브 M 1-2을 적용하여 가슴

부분에 원 포인트로 표현한 것으로 QR코드의 배경

무늬를 라인 형으로 단순히 처리하여 추상적인 패턴

처럼 표현하였다. T 1-2는 M 1-2에서 바닥의 배경

무늬를 해체, 재구성하면서 둥글게 표현하여 보다 부

드럽게 표현하였고, T 1-3은 M 1-1을 몸판에 대각

선으로 배치하면서 테두리의 배경무늬를 일부 해체

하여 대담한 느낌을 주었으며 소매를 배색처리하여

경쾌한 느낌을 주었다.

2. 직지 패션문화상품 디자인 2
디자인 2는 <표 7>의 모티브 4번을 활용한 것이다.

기본 모티브 디자인 M 2는 유네스코 기록유산, 1337

년 간행 등 직지와 관련된 의미와 역사적 사실 등에

대한 키워드를 다양한 서체로 배치하였다<표 13>. 금

속활자본 직지를 통한 인쇄술의 발달과 문자의 대중

적 확산 등의 의미를 현대적인 감성으로 표현하기

위해 문자 디자인의 형태인 타이포그래피의 느낌으

로 표현하였다. 색상은 베이지, 블루, 레드 핑크 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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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티브 전개

및

컬러배색

모티브 원형 모티브 전개

직지

패션

문화

상품

디자인

1

스카프

지갑

티셔츠

<표 12> 직지패션문화상품 디자인 1

를 사용하여 경쾌하면서 동적인 이미지를 전달하고

자 하였다.

디자인 모티브 전개인 M 2-1은 글씨에 컬러를 입

혀 산뜻하고 경쾌한 느낌을 주었으며, M 2-2는 모티

브를 원형의 형태로 변형한 것이다. M 2-3은 기본

모티브 M 2에서 글자 배열에 변화를 주어 글자의

방향과 배치를 자유롭게 변형하고 색상을 변화시켜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다.

스카프 S 2-1은 모티브 M 2-3을 적용하고 테두리

를 레드 핑크로 하여 경쾌하게 표현하였고, S 2-2는

M 2-3을 베이지색 바탕에 적용하고 테두리를 블루

컬러를 사용한 것이다. S 2-3은 M 2-2의 색상을 변

형하여 적용한 것으로 바탕색을 레드 핑크로 하고

서브 모티브로 원을 배치시켜 산뜻하게 표현하였다.

지갑 P 2-1과 P 2-2는 모티브 M 2-1을 적용한

것으로, P 2-1은 모티브를 가운데 적용하고 위 아래

에 배색 처리하여 포인트를 주었다. P 2-3과 P 2-4

는 모티브 2-2를 주 모티브로 하고 원을 부 모티브

로 하여 적용하였다.

티셔츠 T 2-1은 M 2-1을 몸판 한편과 소매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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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티브 전개

및

컬러배색

모티브 원형 모티브 전개

직지

패션

문화

상품

디자인

2

스카프

지갑

티셔츠

<표 13> 직지패션문화상품 디자인 2

용시켜 대담하게 연출하여 스포티한 느낌을 주었다.

T 2-2는 흰 티셔츠의 가슴부분에 M 2-1을 적용한

것으로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스타일

로 디자인하였다. T 2-3은 모티브 M 2-3의 바탕색

을 블루 컬러로 변경하여 티셔츠에 원 포인트로 표

현한 것이며 소매의 컬러도 같은 블루 컬러로 배색

하여 경쾌하게 표현하였다.

3. 직지 패션문화상품 디자인 3 
디자인 3은 <표 7>의 모티브 7번을 활용한 것으로,

기본 모티브 M 3은 직지를 통한 정보의 확산이 인

류사에 중요한 한 획이 되었다는 의미를 형상화하기

위해 역동감 있는 붓놀림과 직지 서체를 조합하여

표현한 것으로 직지 서체도 붓글씨처럼 변형하여 다

이나믹한 느낌을 주도록 하였다<표 14>. 유네스코 기

록유산임(The World Memory of UNESCO)을 함께

표현하여 직지 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컬러배색은 레드, 네이비, 블랙의 강렬한 색상 조화

로 다이나믹하고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하였다.

모티브 전개형인 M 3-1은 M 3을 좌우 반전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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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티브 전개

및

컬러배색

모티브 원형 모티브 전개

직지

패션

문화

상품

디자인

3

스카프

지갑

티셔츠

<표 14> 직지패션문화상품 디자인 3

면서 글씨를 대칭되게 배치하여 반복 패턴으로 구성

한 것이다. M 3-2는 M 3에서 중앙부에 배치하였던

영문을 배경에 전면적으로 배치하고 그 위에 한자

직지체를 오버랩 시켜 배치하였다. M 3-3은 배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영문을 도안화하였고 문화유산 직

지의 의미가 널리 전파되기를 희망하는 의미에서 ‘대

(大)’ 자형으로 표현하였다.

스카프 디자인 S 3-1은 기본 모티브 M 3을 변형

하여 적용한 것으로 직지 서체를 외곽선으로 표현하

면서 글씨의 일부분이 잘리게 배치하여 추상적인 패

턴처럼 보이도록 하였다. S 3-2는 모티브 M 3-1을

좌측으로 45도 회전하여 적용하였고 ‘The World

Memory of UNESCO’를 스카프의 테두리에 돌려서

배치하였다. S 3-3은 M 3-1을 변형한 것으로 스카프

의 붓놀림과 흡사한 유선형의 패턴을 바탕에 배치하

며 오버랩시켜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하였다.

지갑 P 3-1은 M 3-3을 적용하였고 지갑의 여밈

부분에 한자 직지서체를 덧댄 장식물을 부착하였으

며, P 3-2는 모티브 M 3-2의 배경부분을 적용한 후

여밈부에 직지 장식물을 덧댄 것이다. P 3-3은 모티

브 M 3-1의 글자위치를 엇갈리게 배치한 후 좌측으

로 45도 회전하여 적용시켰고, P 3-4는 M 3-2를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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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한 것으로 직지 서체를 외곽선으로 표현하면서 배

경 패턴과 조화를 이루게 하였다.

티셔츠 T 3-1은 M 3-2를 전면에 적용한 것으로

레드 컬러의 티셔츠에 모티브를 크게 전개하여 강렬

한 이미지를 주고자 하였다. T 3-2는 가장 기본이

되는 흰색 티셔츠에 모티브 원형 M 3을 적용하여

모던하게 표현하였고, T 3-3은 블랙 컬러의 티셔츠

에 M 3을 변형하여 적용한 것으로 직지의 글씨가

좌우 옆선에서 뒷판과 연결되게 배치하였으며 블랙

컬러와 모티브의 역동적인 붓놀림을 통해 강인한 이

미지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Ⅵ. 결론
유네스코 기록유산이자 세계최초의 금속활자본인

직지는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IT 강국으로서

의 입지를 굳힐 수 있게 한 주춧돌이 된 중요한 문

화유산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문화유산 직지를 활용

한 각종 행사나 사업, 홍보 등은 주로 간행지역인 청

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직지는

단순히 지역문화의 가치를 넘어 한국의 문화적 우수

성을 홍보할 수 있는 훌륭한 문화 자산이라 하겠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직지문화상품을 조사한 결과,

공예품이나 생활소품 등의 비중이 많았고 저렴한 가

격대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문구류나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디자인으로 성인취향에 가까운 상품들이

주를 이루어 최근 젊은이들의 감성과는 거리가 먼

것이 많았다.

젊은 층을 위한 직지 패션문화상품 개발을 위해

청주지역의 대학생 308명을 대상으로 직지에 대한

인지, 시판 직지 상품에 대한 평가 및 패션문화상품

개발에 관한 방향성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대다수

의 젊은 층이 직지를 알고 있었으나 이 중 직지 상

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가하였

으며 시판 제품에 대한 평가에서도 젊은 층 소비자

에게 적합한 디자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젊은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 선호도가 높

게 나타난 디자인 모티브 3번(QR코드 이미지), 4번

(타이포그래피 이미지), 7번(역동적인 붓글씨 이미

지)을 활용하여 디자인 개발을 실시하였다. 디자인

컨셉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서 직지의 의미를 전

달하며 직지가 지닌 정보 확산의 의미 등을 표현하

되 젊은 층에게 어울리도록 젊고 모던한 감성을 전

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이템은 젊은 층이 원하는

티셔츠, 지갑, 스카프로 하였고, 색상배색은 ‘IRI의 배

색 이미지스케일’을 적용하였다. 디자인 1번은 ‘귀여

운, 즐거운, 재미있는’의 이미지 배색을 적용하여 정

보의 전파에 기여한 직지의 역사적인 가치를 현대화

하고자 QR코드의 이미지로 표현하였고, 2번은 직지

를 통한 문자의 대중적 확산의 의미를 현대적인 감

성으로 표현하기 위해 문자 디자인의 형태인 타이포

그래피의 느낌으로 표현하였으며 ‘경쾌한, 스포티한,

젊은’의 이미지 배색을 적용하였다. 디자인 3번은 직

지를 통한 정보 확산이 인류사의 중요한 한 획임을

형상화하기 위해 역동감 있는 붓놀림과 직지 서체를

조합하여 표현하였고, ‘다이나믹한, 기운찬’의 이미지

스케일 배색을 적용시켰다. 각 디자인 당 스카프 3점,

지갑 4점, 티셔츠 3점을 개발하여 총 30점의 디자인

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디자인은 우리의 문화유산을

외부에 알리고 상품화함으로써 우리문화의 자산 가

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장차 우리의

문화유산을 계승할 젊은이들의 관심을 유도하며 문

화재에 대한 가치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문화유산의 가치를 새로운 시대감각과 소비자의

감성에 맞는 문화상품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향후

다각적인 연구와 개발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소중한

문화유산의 활용을 통해 소비자의 감성을 만족시키

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패션문화상품의 개발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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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형(菱形:마름모꼴)의 조합으로 된 기하학적 무

늬로 옛날 서적의 표지에 흔히 사용된 문양으로 직지

의 경우도 직지 원본에 의거하여 복원한 직지 능화판

이 고인쇄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