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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suggests designs for fashion-cultural products that can communicate the uniqueness of Korean 

traditional culture. To this end, motives and printing patterns were created based on the formative beauty of 

traditional sewing crafts. A literature review was completed to identify characteristics of Korean traditional sewing, 

and the motives were developed through Adobe Illustrator CS4 and Adobe Photoshop CS4. Those motives were 

applied to handkerchiefs, neckties, pouches, and handbags. The sewing crafts used in this study included thimbles, 

bobbins, and chumoni (a Korean traditional pouch). The motives were produced in a manner that best exemplified 

the unique formative beauty of the sewing crafts while also presenting modern images of the crafts. The motives 

from thimbles reflected the lateral side of their originals, while the motives from bobbins adopted fan- or 

rectangular-shaped bobbins. The motives from chumoni were based on Duruchumoni and Guichumoni. A total of 

12 motives were developed, and a total of 36 textile designs were suggested based on those motives. A total of 

42 designs for fashion-cultural products, including handkerchiefs, neckties, pouches and handbags, were developed. 

Among them, motives applied to handkerchiefs were expanded to apply to scarfs, as well.

Keywords: sewing craft-works(침선소품), fashion-cultural products(패션문화상품), thimble(골무), bobbin(실패), 

chumoni(주머니)

 

Ⅰ. Introduction

문화의 세기라고 일컬어지는 오늘날 많은 나라

들이 자국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바탕으로 한 문

화산업 및 문화콘텐츠 개발에 열중하여 국가의 문

화적 이미지 제고 및 핵심전략산업으로까지 확대

시켜 나아가고 있다. 한 민족의 오랜 역사를 통해 

형성된 전통문화로부터 얻은 고유한 이미지는 타

문화와 구별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소재이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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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각 민족 특유의 전통복식은 한 민족의 미의식이

나 생활의 여건과 감정, 정신적 가치 등을 반 하

며, 독특한 조형미로 디자인적 측면에서 그 어떤 것

보다도 독특하고 차별화된 조형미를 나타낸다. 이

러한 복식문화의 바탕에는 규방문화를 통해 형성

된 다양한 침선소품들 또한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조선시대의 사회, 문화, 종교적 배경을 바

탕으로 독자적이고 독특한 조형미를 형성한 규방

문화는 그 시대의 다른 조형예술 분야와 뚜렷하게 

구분되는 여성 특유의 장식성과 다채로운 색채감

각을 나타낸다(Kim & Kim, 2009). 규방문화 중에

서도 유독 여인들의 침선활동은 침선소품 유물들

을 탄생시켜 오늘날까지도 독특한 조형미를 전해

주고 있으며, 문화상품으로서의 무한한 잠재력을 

내재하고 있다. 또한 침선 소품의 다양한 종류 및 

여기에 표현된 문양들은 조선시대 여인들의 삶과 

정신세계, 미의식의 표현물인 동시에 민족 고유의 

독창적 미의식을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매개

가 된다는 점에서 소중한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다. 

전통문화 및 그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복식과 공예분야

에서 바느질 도구와 소품에 대한 선행 연구(Choi, 

2003; Chung, 1998; Hong, 1972; Kang & Kwan, 2003; 

Kim, 1986; Kim, 2003; Kwan, 2009; Lee, 2002; 

Park, 1985; Park, 1986; Shin, 2010)가 진행되었으

나, 대부분 복식사적 측면에서의 연구나 작품재현 

및 응용에 관한 연구, 조형성을 중심으로 한 이론

적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전통침선의 형태미를 

모티브로 한 텍스타일디자인이나 패션문화상품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현재 시판 중

인 전통문화상품들 역시 침선소품의 형태를 이용한 

텍스타일 제품은 찾아보기 힘들며, 대부분 침선소

품의 재현 및 응용, 또는 문양을 이용한 경우가 대

부분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전통침선소품의 형

태미를 재조명하여 텍스타일 디자인 및 패션문화

상품 디자인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한다. 규방문화를 

통해 이루어진 침선활동은 가지각색의 침선소품들

을 탄생시켜 우리 고유의 수공예적인 공예문화의 

아름다움을 전해주고 있으며, 전통문화의 정체성을 

내재함과 동시에 각기 다른 침선소품 고유의 형태

를 통해 현대적인 감각의 독창적인 모티브로 전개

할 수 있는 무한한 디자인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활용하여 문양화 하고 직

물디자인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에 적용함으로

써 우리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내재한 고부가가

치 패션문화상품디자인으로 개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는 과거 전통 공예품에 치우친 문화상품

으로의 전개나 복식의 문양, 색채를 활용한 문화상

품전개, 또는 복식 이외의 전통 문화적 요소를 이

용한 문화상품 전개가 아닌 전통침선소품의 형태

적 원형을 살려 전통미를 내재함과 동시에 현대적

인 감각의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개발함으로써 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전통규

방문화에 대한 가치를 재조명하고, 보다 독창적인 

고부가가치 패션문화상품에 대한 전개를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를 위한 전통침선소품의 모티

브자료는 국립 중앙박물관, 민속박물관, 국내대학

박물관 소장 자료들과 전통규방문화 및 공예 관련 

문헌의 사진자료 및 도록을 참고로 하 고, 전통침

선소품의 이론적 배경을 위한 자료는 전통복식과 

공예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를 통한 문헌 고찰로 

진행하 다. 

Ⅱ. Background

1. The concept of sewing 

침선이란 바늘과 실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바늘

에 실을 꿰어 옷을 짓거나 꿰매는 일, 즉 바느질을 

말한다("Sewing", 2011). 넓은 의미에서는 복식 전

반을 만드는 일을 말하는데, 복식이란 의복과 장식

을 총칭하므로 바늘에 꿰어 바느질로서 만들 수 있

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Lee, 2002)고 할 수 있다. 

침선의 발생은 짐승의 뼈 등으로 만든 바늘로써, 

옷을 해 입는 등의 원시적인 단계에서 시작되었고, 

문명의 발달에 따라 복식에 필요한 장신구나 생활

용품, 장식품 등에까지 여러 분야에 그 향을 미

치고 있다(Seok, 1971).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바느질 관련 유물은 신석기 시대 유적에서 

발견된 바늘과 가락바퀴이고, 삼국시대에 이미 상

당한 수준의 침선양식이 존재했음을 고구려벽화나 

신라 시대 유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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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 3년에 소혜왕후가 쓴〈內訓〉에는 여자가 지

켜야할 것 중에 ‘열 살이 되면 여자는 실과 골 풀을 

다스리며 베와 비단을 짜고 곱고 가는 끈이나 굵은 

실을 꼬며 여자의 일을 배워서 의복을 만들어 바치

게 한다(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1997).’ 

고 하 고,〈閨閤叢書〉에는 바느질과 길쌈, 수놓기, 

누에치기, 옷 만드는 법, 물들이는 법, 다듬질하는 

법, 빨래하는 법 등을 기록하고 있어 바느질법이 

보편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규방문화라는 

독특한 문화를 형성한 조선시대 여인들에게 있어 

바느질은 부덕, 용모, 말씨, 길쌈과 더불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이었으며, 일상 그 자체로, 

다양한 침선소품에 다복(多福), 다수(多壽), 다남(多

男)과 같은 삼다(三多)의 염원을 담았다. 

이어령은 이러한 침선에 대해 ‘한을 아름다움으

로 바꾼 바늘의 예술’이라고 표현한바 있듯이(Kim 

& Kim, 2009), 침선은 생활 속에 생겨나와 생활과 

함께 하는 것으로 인간의 미의식을 실용화시키면

서 그 시대의 인간 생활감정에 기여한 문화사의 중

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2. General consideration of traditional sewing 

craft-works 

침선소품에는 침선에 쓰이는 도구나 복식 이외

의 작은 생활용품으로 골무, 실패, 바늘집, 바늘꽃

이, 바느질상자, 실 고리, 보자기, 주머니, 수저집, 

향집, 버선본집, 가위집, 자집, 안경집, 열쇠 패 등

이 있다. 이 중 대표적인 침선소품의 종류와 용도, 

조형적 형태의 특징에 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Needle keeper & needle cushion

바늘의 보관을 용이하게 하고, 바늘로부터 상처

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 사용된 것이 

바늘집과 바늘꽂이이다(Fig. 1). 바늘꽂이는 바늘방

석이라고도 하며, 바늘을 꽂아두는 작은 물건으로 

속에 솜이나 머리카락 같은 것을 넣어 헝겊조각을 

씌워 만들었고(Park, 1986), 모란, 나비, 천도, 석류

문 등으로 장식하 다. 바늘집은 침낭 혹은 바늘겨

레라고도 하며, 바늘을 넣어 몸에 달고 다니는 도

구로써 조선시대에는 여러 가지 문양으로 장식되

어 다른 장식물 못지않게 아름답게 꾸며졌으며, 여

인들의 지배적인 사상과 염원을 문양으로 표현하

고, 다양한 장식들을 달았다. 단순한 바느질용구

로 뿐만 아니라 노리개로 차기도 해 일종의 장신구 

역할을 했던 바늘집은 대개 2개의 복숭아모양으로 

만들어 아랫부분과 윗부분으로 분리되는 형상을 

나타내며, 복숭아형, 장방형, 안경집형, 괴불형, 주

머니형 등으로 나뉘고,〈Fig. 2〉와 같이 칠보 자수

나 각종 화려한 장식 천, 상모나 술 등을 달아 장식

하 다(Shin, 2010).

2) Sewing box

바느질상자, 바느질고리(버들고리), 바느질그릇

(반지그릇) 등으로 불린다(Fig. 3). 형태와 재료에 

따라 구분되는데, 바느질상자는 종이를 배접하여 

만든 것이고, 바느질고리는 버들로 엮은 것이며, 바

느질그릇(반지그릇)은 나무로 만든 것이다. 형태는 

사각, 팔각, 원형으로 구분되며, 자, 가위, 실패, 골

무, 바늘, 누비밀대, 인두 등의 침선도구를 넣어 두

었다(Seok, 1971).

3) Silgori and silcheop

실고리는 실패 이외에 보통 쓰는 바느질실이나 

수실 등을 보관하는데 쓰인 것으로, 바느질고리와 

같이 버들로 엮어 만들었으나 크기가 매우 작으며, 

원형 또는 방형의 형태를 나타낸다. 그리고 실고리 

내부에는 비단을 씌우거나 문양이 그려진 얇은 종

이를 발라 사용하 으며(Fig. 4), 골무, 바늘꽂이와 

같은 작은 바느질 도구를 넣는 정리 고리로도 사용

되었다. 실첩은 수를 놓는데 필요한 색실을 분류하

여 보관하도록 만든 것으로, 여러 칸으로 나뉘어 

있고, 접었다 폈다 할 수 있어 가지고 다니기에 편

리했다. 실첩의 형태는 접고 펼 수 있는 기능과 함

께 사각형의 형태가 대부분이며, 겉면에 박쥐나 나

뭇잎과 같은 문양 등을 붙여 장식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냈다(Shin, 2010). 

4) Bobbin

실패는 실의 엉킴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아두는 

것으로 ‘실꾸리, 실감개’라고도 한다. 실패의 재료

는 주로 나무이지만(Fig. 5), 나무에 색을 입히거나 

화각을 입힌 것, 자개를 박은 것, 나무 위에 천을 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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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Needle 

keeper & needle 

cushion. From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2011). 

http://www.nfm.go.kr  

<Fig. 2> Needle 

keeper. From Heo. 

(1998). p. 13.

<Fig. 3> Sewing box. 

From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2011). http://www. 

nfm.go.kr

 

<Fig. 4> Sewing 

basket. From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2011). 

http://www.nfm.go.kr

<Fig. 5> Bobbin. 

From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2011). http://www. 

nfm.go.kr

운 것 등이 있고, 장식을 하지 않은 천으로 만든 것

과 자수를 하여 만든 것도 있다(Fig. 6). 실패의 형

태는 가장 기본적인 장방형과 화각실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타원형인 원통형, 그리고 실이 감겨 두

꺼워지는 것을 감안하여 실이 감기는 부분을 다른 

부분보다 약간 잘록하게 만든 것 등이 있다(Kwan, 

2009). 실패에 감는 실은 주로 백색, 흑색의 무명실 

또는 명주실이 있으며, 굵기대로 구분하여 감았고, 

실이 더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실패주머니도 있

었다(Kim, 1986). 또한 나무의 색상과 질감을 그대

로 살려 자연적인 색상을 나타내지만, 다양한 오방

색의 원단을 이용하여 화려한 색상미를 나타내기

도 하 다.

5) Thimble

골무는〈閨中七友爭論記〉에 감투 할미로 묘사될 

만큼 규중부인들의 총애를 받은 용품으로 바느질 

할 때 손가락에 끼는 용구이며, 바늘로 인해 손가락

에 상처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Fig. 

7). 골무의 종류는 자수로 장식한 수 골무, 장식이 

<Fig. 6> Bobbin. From Heo. 

(1998). pp. 10-12.

<Fig. 7> Thimble. From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2011). http://www.nfm.go.kr 

<Fig. 8> Qui 

Chumoni. From 

Kim. (1997). p. 34.

<Fig. 9> Duru 

Chumoni. From Kim. 

(1997). p. 41.

없는 천에 이음새부분에만 사뜨기 한 민 골무, 여

러 조각의 천을 덧대고 장식한 조각골무 등이 있

으며, 골무에 들어가는 자수문양은 골무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단일문양이 들어간 것이 대부분이다

(Kwan, 2009). 골무의 형태는 반타원형을 기본으로 

지방에 따라 구성방법에 차이를 나타낸다. 경기도

와 충북 지방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반타원형에 

사뜨기 한 것이 많고, 충남지방은 매듭수를 놓은 

것, 경남지방은 모란이나 맨드라미를 수놓고 사뜨

기 한 것이 많다("A thimble", 2011). 골무에 나타난 

주 색상은 청, 황, 백, 적, 흑의 오색을 기본으로 다

양한 색상이 사용되었으며, 골무에 나타난 문양은 

대부분 소박하고 길상의 의미를 지닌 식물문양과 

수, 복, 다남을 상징하는 석류와 매화, 불로초 등의 

꽃, 과일문양이 주를 이룬다(Lee, 2002). 

   

6) Chumoni

주머니는 돈이나 소지품을 넣기 위해 헝겊으로 

만들어 끈을 꿰어 만든 물건이다. 우리 전통 옷에

는 주머니가 없었으므로 남녀노소, 신분의 고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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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꾸준히 패용

되었고, 소원과 염원, 나아가 주술적인 의미까지도 

포함한다. 처음에는 실용적인 면에서 따로 만들어 

차게 된 것이 장식화 되어 실용적인 면과 장식적인 

면을 충분히 갖춘 장신구로서 발전하게 되었다. 주

머니는 지방에 따라 조마니, 주먼치, 개쭘치, 조마

이, 주머이, 줌치, 안집, 개와속 등으로 불렀고, 한

자로는 낭(囊)이나 협낭(狹囊) 등으로 표기한다(Kang 

& Kwan, 2003).  

주머니의 소재는 용도에 따라 가죽, 종이, 천 등

을 애용하 고, 여름에는 숙고사나 갑사 주머니를, 

겨울에는 모본단이나 양단주머니를 즐겨 차는 등 

계절에 따라 소재와 색상을 달리 했다. 주머니는 

용도에 따라서는 향주머니, 약주머니, 부적주머니, 

부시주머니와 쌈지, 필낭, 도장주머니 등을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장식적인 것으로는 노리개의 형태를 

갖춘 향낭(香囊)ㆍ침낭(針囊) 등이 있다("A pouch", 

2011). 주머니에 주로 사용되는 색상은 음양오행사

상에 근거한 색상이 주로 사용되었고, 단색의 원단

을 사용하더라도 자수 색상으로 다양한 색상의 변

화를 나타냈으며, 동물, 식물, 길상어문, 기하문양

의 문양을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길상의 

의미를 반 하 다(Lee, 2002). 

형태에 따라서는 귀주머니와 두루주머니, 직선

주머니, 사선주머니형의 네 가지로 분류된다.〈Fig. 

8〉과 같이 귀주머니는 사각형의 주머니 양편을 접

어 생기는 삼각형의 귀가 달린 형태이며, 입구주름 

끈 위치에 따라 주머니의 형태가 약간씩 달라진다. 

한자로 각낭(角曩), 궁중에서는 줌치라 한다. 두루

주머니의 전체적인 형태는 원 또는 타원모양으로 

입구부분에 여러 개의 주름을 잡은 형태와 입구부

분을 귀주머니처럼 접어 넣은 형태의 두 종류가 있

<Fig. 10> Spoon 

Chumoni. From Han. 

(1996). p. 46.

<Fig. 11> Medicine 

Chumoni. From Heo. 

(1998). p. 64.

<Fig. 12> Bogagi. 

From Heo. (1998). 

p. 254. 

<Fig. 13> Jokakbo. 

From Heo. (1998). 

p. 262. 

<Fig. 14> Bogagi. 

From Heo. (1998). 

p. 264.  

다(Fig. 9). 직선주머니는〈Fig. 10〉과 같이 사각형

의 주머니에 입구 주름 없이 끈만 꿴 형태로 수저

주머니, 부시주머니 등이 포함된다. 버선본 주머니 

역시 정사각형의 네 귀퉁이를 중심을 향해 접어서 

매듭단추로 여미도록 만든 것으로 주머니와 보자

기의 형태가 공존한다. 사선주머니는〈Fig. 11〉과 같

이 사각형의 천을 사선으로 접어 솔기를 맞물려 바

느질한 후 중앙에서 주름을 잡아 끈을 꿰고 나머지 

부분을 앞으로 넘겨서 뚜껑을 만든 것으로(Kang & 

Kwan, 2003) 약주머니 등이 포함된다. 

7) Bojagi 

보자기는 물건을 싸거나 덮기 위하여 헝겊으로 

네모지게 만든 것으로 그 중 작은 것을 특히 보자

기라고 한다. 한자로 보(褓)로 표기하는데, 조선시

대 간행된 문헌에 보자기 보(褓)자와 같은 음인 복

(福)이 보자기를 지칭하는 말로 쓰 다(Kim & Kim, 

2000). 

전통보자기는 사각형의 형태를 기본으로 사용계

층, 구조, 문양의 유무, 용도, 색상, 문양종류, 재료 

등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사용계층에 따라

〈Fig. 12〉의 궁중에서 사용된 궁보와 민간에서 사

용된 민보로 크게 나눈다. 구조적 특징에 따라서는 

안감을 대지 않은 홑보, 안감과 겉감 두 겹으로 된 

겹보, 깨지거나 흠가지 쉬운 물건을 보관하기 위해 

솜을 두고 안감을 덧댄 솜보, 직선이나 기하학적 

패턴으로 누벼서 만든 누비보,〈Fig. 13〉과 같이 천 

조각을 이어서 만든 조각보, 바탕천에 식지(기름종

이)를 대거나 식지만으로 만든 식지보 등으로 나뉜

다. 문양의 유무에 따라 크게 무문보와 유문보로 

나뉘고, 유문보는 다시 문양을 만드는 방법에 따라 

수보, 직문보, 금박보, 당채보 등이 있다(Heo,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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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에 따라서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상

용보, 혼례용보, 종교의식용 및 장례용 등의 관보로 

쓰인 특수용보로 나뉘며, 색상별로는 청홍보, 소색

보, 황색보 등이 있고, 천의 문양 종류에 따라 용문

보, 화목문보, 문자문보 등으로, 재료별로는 명주보, 

비단보, 면직보, 모시보 등으로(Kim & Kim, 2000) 

분류할 수 있다. 즉, 사각형의 단일형태를 지니고 

있지만, 사용하는 소재와 색상, 장식, 구성방법 등

에 따라〈Fig. 14〉와 같이 다양한 조형미를 표현하

게 된다고 할 수 있다.

Ⅲ. Development of Textile Design 

and Fashion Cultural Products 

Design based on Formative Beauty 

of Traditional Sewing Craft-works 

규방문화를 통해 탄생된 다양한 침선소품들은 

전통문화의 정체성을 내재함과 동시에 침선소품 고

유의 조형적 형태미는 현대적인 감각의 독창적인 

모티브로 전개할 수 있는 무한한 디자인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인 Adobe Illustrator CS4와 Adobe 

Photoshop CS4를 이용하여 전통침선소품 중 골무, 

실패, 주머니의 형태를 모티브 화하고, 이를 손수건, 

티셔츠, 넥타이, 파우치 및 핸드백에 적용하 다.

전통침선소품 중 골무, 실패, 주머니를 이용하여 

이들의 조형성 중 형태를 이용하여 각 아이템별로 

네 개의 기본 모티브를 설정하 고, 각 모티브를 

서로 다른 각도의 반복, 대칭, 회전, 반사 등을 이용

하여 세 가지 형태의 패턴으로 전개하여 총 36점의 

텍스타일 디자인을 전개하 다. 기본 모티브디자인

은 골무, 실패, 주머니의 기본 형태를 유지하여 고

유의 조형적 형태미를 최대한 부각시키되 현대적

인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고려하 고, 본 연

구에서 전개하고자 하는 패션문화상품의 각 아이

템에 적합하도록 디자인의 방향을 설정하 다. 모

티브에 대한 기본적인 색상은 전통침선소품에 표

현된 오방색의 이미지와 2011 트렌드 컬러를 참고

하여 오렌지레드를 중심으로 그레이, 핑크, 블루, 

퍼플을 사용하여 화려하면서도 차분한 이미지를 

갖도록 계획하 고, 각 모티브별로 적용된 색상의 

톤인 톤 배색, 톤 온 톤 배색, 그러데이션 배색, 도

미넌트 배색 등을 통해 모던하면서도 통일감 있는 

조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 다. 

1. Design 1

골무의 형태를 이용한 기본모티브는 반 타원형

의 골무형태와 세워진 골무의 측면모습을 이용한 

두 개의 기본 형태를 중심으로 전개하 다. 모티브 

1은 반 타원형의 골무형태를 강조하기 위해 골무 

내부에 기본 형태를 축소 반복시켜 레이아웃 하

고, 색상적용을 달리하여 조형적 형태미를 부각시

킨 것이다. 모티브 2 역시 반타원형의 골무형태를 

유지하되, 내부에 물결무늬의 곡선 형태로 면분할

하여 유기적인 고선의 미를 살릴 수 있도록 변화를 

주었다. 모티브 3은 세워진 골무의 측면모습을 이

용한 것으로 골무 내부에 스트라이프문양이 형성

되도록 하 고, 모티브 4는 곡선의 형태가 반복되

도록 하되 그레이색상의 톤 변화를 주어 입체적인 

이미지가 표현되도록 하 다. 각 모티브를 이용한 

패턴은 기본모티브의 반복, 회전 각도의 변화, 대

칭, 반전 등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문양형태를 나

타내도록 전개하 다(Table 1). 

손수건 디자인은 회전배열이나 대각선 대칭배열 

등을 통해 반복 배열하는 등 가장자리와 사각 모서

리부분 및 중심부분을 강조하여 문양을 배치함으

로써 펼쳤을 때뿐만 아니라 손수건을 접었을 경우

에도 문양의 효과가 강조되도록 하 다. 모티브 2

를 활용한 손수건디자인의 경우 패턴 2를 이용하여 

원형으로 레이아웃하고 반복축소시킴으로써 방사 

형태를 나타내도록 하 고, 모티브 4의 패턴 2를 

활용한 디자인은 사각형의 띠 형태를 중심으로 반

복 전개하여 기하학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도록 하

다. 또 모티브 2와 모티브 4의 패턴 2를 혼합하여 

손수건의 중앙과 사각모서리부분에 배치함으로써 

변화된 이미지를 갖게 하 다. 또한 손수건디자인

의 경우 크기 확대 시 스카프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전개시켰다. 

넥타이 디자인은 각 모티브에서의 패턴을 그대

로 적용하거나 모티브의 혼합 및 45° 회전하여 스트

라이프 패턴과 같은 이미지를 나타내는 등 모던하

고 세련된 이미지를 갖도록 맵핑시켜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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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velopment of textile design based on formative beauty of the thimble

Original image Basic motive Pattern 1 Pattern 2 Pattern 3

  

1

Applying color Pantone DS 86-1U , 3U , 9U  / DS 325-3U , 6U 

2

Applying color Pantone DS 86-1U , 3U , 6U , 9U  / DS 325-3U , 6U 

3

Applying color Pantone DS 325-4U , 7U , 9U 

4

Applying color Pantone DS 325-4U , 6U , 7U , 9U 

티셔츠 디자인은 각 모티브에 적용된 색상이나 

화이트 바탕의 티셔츠를 중심으로 전개하여 모티

브나 문양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 고, 다른 의복 

아이템과의 연출에 있어서도 다양하고 무난한 코

디네이션이 되도록 하 다. 또 티셔츠 형태에 있어

서는 라운드 네크라인의 민소매, V네크라인의 몸

에 피트 되는 캡 소매, V네크라인의 몸에 피트 반

소매의 세 가지로 전개시켜 활용도를 높게 하 고, 

각 모티브의 확대와 축소, 회전, 반복패턴의 응용 

등을 이용해 티셔츠 전면에 레이아웃 시키거나 원 

포인트 레이아웃이 되도록 하여 장식적이면서도 

캐주얼한 이미지를 갖도록 하 다. 티셔츠에 문양

은 기본모티브 2의 패턴 2와 스트라이프문양을 혼

합하여 민소매 티셔츠 전면에 레이아웃 한 것, 기

본모티브 4의 패턴 2를 문양의 크기 변화를 주어 

티셔츠 몸판에만 활용한 것, 기본모티브의 혼합과 

재구성을 통해 티셔츠 몸판에 원 그래픽 이미지로 

나타낸 것으로 전개하 다. 

핸드백디자인은 파우치형태와 오피스 타입의 핸

드백, 직사각형의 토트백형태 세 가지로 전개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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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velopment of fashion cultural products design based on formative beauty of the thimble

Contents  Fashion-cultural products

Handker

chief

Necktie

Tee-shirt

Pouch, 

handbag

변화를 주었다. 파우치는 Le junev의 디자인을, 오

피스백과 토트백은 Loewe의 디자인을 활용하여 맵

핑시켰다. 파우치형태와 오피스타입의 핸드백은 각 

모티브의 반복패턴을 그대로 적용하 고, 직사각형

의 토트백은 모티브의 혼합을 통해 캐주얼한 이미

지를 갖도록 하 다(Table 2).

2. Design 2

실패의 형태를 이용한 기본모티브는 부채꼴형태

의 타원형과 장방형의 사각실패를 이용한 두 개의 

기본 형태를 중심으로 전개하 다. 모티브 5는 좁

고 긴 타원형의 실패형태를 중심으로 내부에 사선 

면 분할을 통해 기하학적 형태미를 강조시킨 것이

고, 모티브 6은 타원이면서 부채꼴의 형태를 강조

하기 위해 외곽의 둥근 형태를 강조시킨 것으로 실

패 중앙에는 실이 감겨 있는 형상으로 설정하 다. 

모티브 7은 사각형의 실패 원형을 이용해 면 분할

을 통해 기하학적인 조형미를 나타낸 것이고, 모티

브 8은 장방형의 실패 외곽을 둥글게 처리하고, 형

태의 축소 반복을 통해 그 형태미를 강조시킨 것으

로, 각 모티브의 중앙에는 실이 감겨진 형상으로 

설정하 다. 모티브 5, 6, 7, 8의 색상은 그레이와 

퍼플을 이용하여 차분하면서도 모던한 이미지를 

나타내도록 하 고, 각 모티브를 이용한 패턴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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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velopment of textile design based on formative beauty of the bobbin

Original image Basic motive Pattern 1 Pattern 2 Pattern 3

  

5

Applying color Pantone DS 325-6U / DS 187-2U , 3U , 6U , 9U 

6

Applying color Pantone DS 187-2U , 9U  / DS 325-4U , 6U , 8U 

  

7

Applying color Pantone DS 187-2U , 9U 

8

Applying color Pantone DS 187-2U , 5U , 9U 

본 모티브의 반복, 회전 각도의 변화, 대칭, 반전 등

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문양형태를 나타내도록 전

개하 다(Table 3). 

손수건 디자인은 골무를 이용한 디자인과 같이 

회전배열이나 대각선 대칭배열 등을 통해 반복 배

열하는 등 가장자리와 사각 모서리부분 및 중심부

분을 강조하여 문양을 배치하 다. 각 손수건 디자

인의 배경에는 실패에서 풀린 실들이 서로 엉켜 있

는 형상을 나타내 유기적인 곡선의 형상을 표현하

고, 그림자 처리를 통해 입체적인 이미지가 나타

나도록 하 다. 넥타이 디자인은 각 모티브에서의 

반복패턴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모티브의 혼합 및 

45° 회전하여 스트라이프 패턴과 같은 이미지를 나

타내는 등 모던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갖도록 맵핑

시켜 제안하 다. 

티셔츠 디자인 역시 세 가지 디자인으로 전개시

켜 활용도를 높게 하 고, 각 모티브의 확대와 축

소, 회전, 반복패턴의 응용 등을 이용해 티셔츠 전

면에 레이아웃 시키거나 원 포인트 레이아웃이 되

도록 하여 장식적이면서도 캐주얼한 이미지를 갖

도록 하 다. 민소매 티셔츠의 경우 기본모티브 5

를 회전 반복 및 축소 반복하여 원형의 원 포인트 



32  전통침선소품의 조형적 형태미를 기반으로 한 텍스타일디자인 및 패션문화상품 디자인콘텐츠 개발  복식문화연구

－ 494 －

<Table 4> Development of fashion cultural products design based on formative beauty of the bobbin

Contents  Fashion-cultural products

Handker

chief

Necktie

Tee-shirt

Pouch, 

handbag

그래픽이미지로 표현하 고, 기본모티브 8의 패턴 

1을 티셔츠 몸판에만 배치한 캡 소매 티셔츠, 그리

고 반소매 티셔츠에는 기본모티브 8을 이용해 손수

건과 같이 실패에서 실이 풀려나오는 형상으로 전

면에 올 오버 레이아웃 하 다. 

핸드백 디자인 또한 세 가지로 전개시켜 변화를 

주었으며, 각 디자인에는 모티브의 반복패턴을 그

대로 적용하거나 모티브의 혼합 및 투명도 조절을 

통해 변화된 이미지를 갖도록 맵핑시켜 제안하

다(Table 4). 

3. Design 3

주머니의 형태를 이용한 기본모티브는 귀주머니

와 두루주머니의 형태를 이용한 두 개의 기본 형태

를 중심으로 전개하 다. 귀주머니를 이용한 모티

브는 직선의 기하학적인 이미지 부각과 내부 매듭

장식을 이용한 곡선의 이미지가 조화되도록, 그리

고 두루주머니를 이용한 모티브는 둥근 형태를 기

본으로 면 분할 역시 곡선을 이용하여 부드러운 이

미지가 표현될 수 있도록 계획하 다. 모티브 9는 

귀주머니의 형태에서 양쪽 귀 부분에만 면분할하

고, 매듭부분은 잠자리매듭의 형태를 단순화시켜 

전개한 것이다. 모티브 10은 중앙의 직사각 형태와 

양쪽 귀 부분 모두 면분할하여 그러데이션 이미지

가 나타나도록 색상을 적용시켜 변화를 준 것이다. 

모티브 11은 육모 주름으로 염낭과는 다른 모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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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evelopment of textile design based on formative beauty of the pouch

Original 

image
Basic motive Pattern 1 Pattern 2 Pattern 3

  

9

Applying color Pantone DS 325-2U , 3U , 5U  / DS 141-1U , 7U 

10

Applying color
Pantone DS 325-2U , 4U , 6U , 7U , 8U  / DS 141-1U , 

4U , 6U , 8U 

  

11

Applying color Pantone DS 197-8U  / 195-1U  / DS 325-5U , 8U 

12

Applying color Pantone DS 197-7U  / 195-1U , 4U , 8U  / DS 325-4U , 8U 

두루주머니 형태를 단순화 시킨 것으로 주머니 내

부에는 낙지발술의 형태를 단순화 시켜 나타냈다. 

모티브 12는 입구에 주름이 잡힌 두루주머니의 형

태를 단순화 시킨 것으로 주머니 내부에는 주름의 

형상을 단순화 시켜 면 분할함으로써 변화를 주었

고, 주머니 양쪽에는 잠자리매듭의 형태를 단순화 

시켜 나타냈다. 각 모티브를 이용한 패턴 역시 기

본모티브의 반복, 회전 각도의 변화, 대칭, 반전 등

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문양형태를 나타내도록 전

개하 다(Table 5). 

손수건 디자인은 각 모티브의 반복패턴을 이용

하여 올 오버형식으로 레이아웃 시키고 확대시키

거나 회전시킨 각 모티브와의 혼합을 통해 문양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화려하면서도 모던한 이미지

를 나타내도록 하 다. 넥타이 디자인은 각 모티브

에서의 반복패턴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모티브의 

혼합 및 45° 회전하여 스트라이프 패턴과 같은 이

미지를 나타내는 등 모던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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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Development of fashion cultural products design based on formative beauty of the pouch

Contents Fashion-cultural products

Handker

chief

Necktie

Tee-shirt

Pouch, 

handbag

도록 맵핑시켜 제안하 다. 

티셔츠 디자인은 각 모티브에 적용된 색상을 바

탕에 적용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하 고, 민소매 티

셔츠의 경우 중앙에 기본모티브 12를 이용한 원 포

인트 그래픽이미지로 매듭장식과 같은 착시의 효

과를 주었고, 바탕에는 문양을 이용한 엠보싱효과

를 주어 독특한 재질감이 느껴지도록 전개하 다. 

캡 소매 티셔츠는 주머니를 모티브로 한 기본모티

브를 다양하게 혼합한 올 오버 패턴으로 적용하

으며, 반소매 티셔츠는 스트라이프 패턴과 혼합하

여 변화를 주었다. 

핸드백디자인 역시 각 모티브의 반복패턴 및 모

티브의 혼합, 투명도 조절을 통해 변화를 준 세 가

지 디자인으로 맵핑시켜 전개하 다(Table 6). 

Ⅳ. Conclusion

한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는 민족의 정체성을 나

타냄과 동시에 독창적인 디자인을 위한 감의 원

천으로 작용하여 고부가가치의 문화상품으로 개발

될 수 있는 무한한 가치를 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여성 특유의 미적 감각과 함께 수공예

적인 공예문화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침선소품들

은 우리 민족의 정서적 산물이자 생활의 일부로서 

한국적 이미지를 잘 나타내고 있으며, 침선소품 저

마다 가지고 있는 특유의 조형요소들은 현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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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형 가능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

겠다. 

본 연구는 전통침선소품의 디자인적 가치를 이

해하고, 전통침선소품의 형태적 조형미를 살려 모

티브와 문양패턴을 제작하여 한국전통문화가 갖

는 차별화된 독특함과 고유의 특성을 부각시키는 

패션문화상품디자인을 제안하 다. 연구방법은 컴

퓨터 그래픽 프로그램인 Adobe Illustrator CS4와 

Adobe Photoshop CS4를 이용하여 전통침선소품 형

태를 이용하여 모티브 화하고, 이를 손수건, 티셔

츠, 넥타이, 파우치 및 핸드백에 적용하 다.  

전통침선소품 중 골무, 실패, 주머니의 형태를 

이용하 고, 각 아이템의 기본 형태를 유지하여 고

유의 조형적 형태미를 최대한 부각시키되 현대적

인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 고, 각 모티브

별로 적용된 색상의 톤인 톤 배색, 톤 온 톤 배색, 

그러데이션 배색, 도미넌트 배색 등을 통해 모던하

면서도 통일감 있는 조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 다. 

골무의 형태를 이용한 기본모티브는 반타원형의 

골무형태와 세워진 골무의 측면형태를 이용하 고, 

실패의 형태를 이용한 기본모티브는 부채꼴형태의 

타원형과 장방형의 사각실패를, 주머니의 형태를 

이용한 기본 모티브는 두루주머니와 귀주머니의 형

태를 이용하여 각각 네 개씩 총 12개의 기본 모티

브를 개발하 다. 개발한 기본 모티브는 골무, 실

패, 주머니 각각의 고유 형태를 지니고 있으나, 내

부 공간의 면 분할이나 단순화, 그리고 색상 적용

에 따라 변화된 이미지를 나타냈다. 또한 반복패턴

을 통해 전개한 텍스타일 디자인 역시 변화된 기본

모티브의 이미지와 패턴배열에 따라 전통적 이미

지의 재현이라기보다는 모던하면서도 기하학적인 

이미지를 나타내 다양한 디자인 역에 활용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개발한 모티브와 패턴을 이용한 패션문화상품 

디자인은 손수건 9점, 티셔츠 9점, 넥타이 12점, 파

우치와 핸드백 12점 등 총 42점을 제안하 다. 손

수건디자인의 경우, 하나의 단일 면적에 전개함으

로써 모티브와 문양의 다양한 변화를 나타낼 수 있

었고, 공간의 레이아웃이나 문양의 배치에 따라 추

상적인 이미지의 연출까지 표현할 수 있어 다채로

운 조형미를 효과를 나타냈다. 특히 크기의 확대 

시 스카프나 숄에 활용하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고 사료된다. 티셔츠 디자인은 세 가지 형태의 디

자인에 기본모티브와 반복패턴을 이용하여 원 포

인트 그래픽이나 올 오버 레이아웃으로 전개함으

로써 화려하고 캐주얼한 이미지가 표현되었다. 티

셔츠뿐만 아니라 드레스셔츠디자인이나 블라우스

와 같은 아이템에 전체 혹은 일부분 적용하여 다양

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넥

타이디자인은 반복패턴의 적용 및 스트라이프 배

열, 혼합배열을 통해 단정하면서도 화려한 이미지

가 부각됨을 알 수 있었고, 핸드백디자인은 파우치, 

오피스 타입의 핸드백, 직사각형의 토트백 형태 세 

가지로 전개한 결과, 캐주얼스타일에서 정장용 스

타일에 이르기까지 보다 다양한 핸드백디자인에 

적용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우리 민족 고유의 규방문화

와 이에 따르는 침선소품들의 조형적 가치를 재인

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고부가가치 문화상품 

개발을 위한 예술적 가능성이 무한함을 알 수 있었

다. 특히 전통침선소품의 형태를 기반으로 전개하

으나, 기본모티브의 조합 및 텍스타일디자인으로 

전개 시 고유의 형태이미지보다 새롭게 변화된 이

미지가 부각됨에 따라 다채로운 이미지 연출이 가

능함을 알 수 있었고, 모티브의 왜곡이나 변형, 그

리고 다른 패턴들과의 조합을 통해 보다 변화된 이

미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의 텍스타일 디자인 전개에 있어 전통침선소품의 

형태가 손상되지 않도록 원 리핏 전개만을 시도한 

점을 한계점으로 밝히며, 후속 연구에 있어서는 다

양한 문양과의 혼합패턴 및 추상적인 패턴의 전개, 

그리고 전통문화원형을 이용한 스토리텔링 기반의 

텍스타일디자인 전개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우

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활용한 문양개발 및 문화상

품 개발은 현대적인 트렌드와 접목한 창의적인 시

각을 통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독창적인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으며, 개발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색상

과 디자인 변형 및 응용을 통해 패션 역뿐만 아니

라 생활소품 및 인테리어 등 산업디자인 전 분야에 

널리 적용시킴으로써 우리침선소품의 아름다움이 

경쟁력 있는 세계적 문화상품의 중요 모티브로 자



36  전통침선소품의 조형적 형태미를 기반으로 한 텍스타일디자인 및 패션문화상품 디자인콘텐츠 개발  복식문화연구

－ 498 －

리 잡고 발전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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