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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collect Minhwa, or folk painting, particularly the Lotus Flower Painting, to 
analyze its formative characteristics and related story, and to develop cultural fashion products by 
utilizing Korean traditional culture and modern flavor based on the results. Lotus flowers grow 
from mud, but are unstained, and they bloom beautiful flowers. Thus, they symbolize Gunja, a 
true gentleman who is very learned and proper in behavior. In Buddhism, lotus flowers are di-
vine flowers that have the meaning of the creation of life and the eternal cycle of birth, death 
and rebirth. Lotus flowers also represent the love between man and woman as well as conjugal 
harmony and love. Lotus flower painting includes the paintings of the lotus flower alone as well 
as the paintings of the lotus flower with ducks, white heron, kingfisher, fish, butterfly, crab, or 
tortoise. Colors that are mostly used in lotus flower paintings is the compatible combination of 
red and blue (green). Based on these findings, fashion products such as bag accessories, sitting 
cushions, and kitchen utensils are developed using various designs such as realistically drawn lotus 
flower, schematized lotus flower, the lotus flower alone, or the lotus flower with kingfisher, crab, 
or dragonfly, that emphasizing the compatible color combination of red and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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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1세기는 문화 콘텐츠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

는 문화 콘텐츠산업의 시대이며 감성, 문화, 체험 등

을 중요시하는 감성문화 기반경제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1) 그리고 문화콘텐츠산업의 원천을 오랜 역사

적인 근거나 극적인 이야기가 있는 전통에서 찾아

현대적으로 개발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서민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자

원인 민화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활용하여 다양한 문

화상품으로 개발하고자 한다. 민화는 설화와 같은 이

야기를 담고 있는 우리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임에 틀

림없으며 그 중에서도 연꽃은 불교 이야기 속에 항

상 등장하며 흙탕물에 물들지 않는 고고한 군자의

덕을 표현하는 문화 콘텐츠의 대표적인 예로서 오래

전부터 전해지고 있다.

즉 민화의 개념 및 역사를 이해하고 연화도의 문

화원형 분석을 위해 조선시대 연꽃이 그려진 민화를

문화원형으로 채택하여 문헌조사를 통한 이론적 고

찰과 유물 탐구 분석을 바탕으로 조형성 등을 분석

하여 문화상품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한다.

민화는 서민 화가가 서민의 수요에 의해 그린 그

림으로 한국 고유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지닌 서민문

화에 대한 원천자료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문화자원

의 일종인 민화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개발하여 다양

한 상품으로 개발한다면 우리 전통 민화의 전통성

보존은 물론 대중화에 일조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국가의

문화적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민화의 개념
민화는 조선시대 18, 19세기 서민계층에서 주로

그려졌던 민간예술적인 그림을 말한다. 조선후기의

실학자 이규경이 쓴 백과사전인 <五洲衍文長箋散稿>

에는 俗畵로 나와 있으며 최근에는 ‘겨레그림’이라는

말로 불리기도 한다. 민화란 용어는 근대 일본의 대

표적 사상가이며 민예연구가인 야나기 무네요시에

의해 처음 만들어 진 것이다. 1937년 2월 월간지 <工

藝>에 실은 공예적 회화에서 ‘민중 속에서 태어나고

민중에 의해 그려지고 민중에 의해 유통되는 그림을

민화라 하자’라고 정의하고 있다.2)

다시 말해 민화는 우리민족의 삶, 신앙, 멋을 담고

있는 서민적인 그림으로 과거에 실용을 목적으로 무

명인에 의하여 그려졌던 그림이다. 주로 산수, 화조

등의 정통회화를 모방한 것으로 소박하고 파격적이

며 익살스러운 것이 특징이며 과거에 생활공간의 장

식 등 실용을 목적으로 민간전설, 민속, 서민생활 등

을 소재로 그려졌다.

그리고 민화는 그린 목적이나 내용에 따라 크게

기복신앙의 민화와 벽사신앙의 민화로 구분할 수 있

다. 기복신앙의 민화는 인간의 행복을 기원하기 위해

오래 살면서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부귀다남, 부귀공

명, 부부화합, 무병장수와 같은 인간 본연의 소망을

담아 해, 달, 구름, 소나무, 대나무, 학, 사슴, 거북,

물, 바위, 불로초, 박쥐, 석류, 천도복숭아, 불수, 석류

등을 함께 어우러지게 그린 것으로 산수도, 화조도,

고사인물도, 문자도 등이 있다. 그리고 벽사신앙의

민화는 잡귀나 악귀들을 쫓는 벽사신앙과 연결되어

호랑이, 용, 봉황, 해태, 개, 닭 등을 그린 해태도, 사

신도, 사령도, 벽사도 등이 있다.

이러한 민화 가운데서 가장 그 수가 많은 것이 화

조도이다. 화조도는 대개 꽃과 암수 한 쌍의 새를 어

울리게 해서 그리는데 한 쌍의 새와 모란꽃을 그려

집안의 풍요한 부부화합을 염원하는 모란도, 그리고

물고기, 오리, 원앙새와 함께 연못속의 연꽃을 그린

연화도 등이 그 예이다.3)

2. 조선시대 민화 <연화도> 콘텐츠 개발을
위한 문화원형 분석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민화 <연화도> 65점을 문

화원형으로 선택하여 분석하였다.4) 연화도에는 연꽃만

그려진 연화도 외에 연꽃과 물총새, 오리, 원앙새, 물

고기, 게, 잠자리 등이 함께 그려진 그림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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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꽃의 의미 및 상징성

연못에 연꽃을 가득 심는 전통은 매우 오래되었는

데 중국은 남북조시대부터, 우리나라는 <三國遺事>에

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으며 조선시대 그림에서도

연꽃이 가득 핀 연못을 쉽게 볼 수 있다. 이것을 연

지 또는 연당이라 하며 연못은 곧 연꽃이 있는 못이

란 뜻이다.5) 설화 및 오랜 기록 중에 연화에 관한 내

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상징성을 찾을 수 있다.

(1) 군자의 고고한 덕목

중국 송나라 유학자 주돈은 <愛蓮說>에서 “연꽃은

진흙에서 나왔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향기는 멀

리 맑게 퍼진다. 꽃은 물속에 꼿꼿이 서 있어 바라볼

수 있지만 가까이 갈 수 없는 꽃이라서 사랑한다---

꽃 중의 군자이다”고 했다.6)

일반적으로 ‘군자’라고 하면 매난국죽의 사군자를

떠올리게 되지만 조선시대 17세기경까지 군자로 일

컬어진 꽃은 사군자가 아닌 연꽃이었다.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가 짝을 이루게 된 것은 중국 명나라때

<매죽난국사보>라는 화보가 만들어지면서부터이고

조선시대에 매난국죽의 사군자가 나타난 것은 17세

기경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17세기 이전에 문인들이

연꽃의 생태나 모습, 향기를 보고 학식이 높고 행실

이 어진 군자를 떠올렸다고 한다.7)

(2) 윤회․성스러움․생명창조

연꽃은 불교의 성스러운 꽃이라고 한다. 불경에서

불교는 연꽃과 인연이 있고 모든 것을 연꽃에 비유

한다. <百緣經>은 석가모니를 연화왕자라 부르고 <잡

보장경>에서는 오제연왕은 녹녀부인을 둘째부인으로

삼고 연화부인이라고 부른다. 불상을 연상이라고 부

르기도 하고 불교경전을 묘법연화경 혹은 연경이라

고 부른다. 승려의 가사를 연화복이라 하고 불교의식

때 사용하는 등은 연등이라 한다. 이와 같이 연꽃에

비유한 예들은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다.8)

연꽃은 다년생 수생식물로서 봄과 여름에는 무성

해지고 가을과 겨울에 지는 생물학적인 특성이 있다.

그러나 뿌리와 줄기는 다음 해에도 잎이 나고 꽃을

피워 열매를 맺는 등 끊임없이 순환한다. 따라서 불

교에서는 해마다 졌다가 다시 살아나는 연꽃의 자연

적인 습성을 이용해서 인간은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고 끊임없이 윤회한다는 유심적인 사상을 펼치고

있다. 또한 진흙에서 나왔지만 물들지 않는 연꽃은

성스럽고 숭고하며 상서롭고 당당하면서 청초하고

우아함을 상징한다. 즉 속세가 번뇌와 더러움으로 가

득해도 탈속하고 고해를 벗어나면 서방극락세계에

이를 수 있다는 사상으로 연꽃과 깊은 관계를 맺고

영향을 미치고 있다.9)

또한 심청전의 설화를 보면 용궁에서 타고 올라온

연꽃에서 심청이가 다시 탄생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도 연꽃은 생명창조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3) 사랑

중국의 시집 <서경>에 연밥 따는 그림 즉 採蓮圖

에 연밥 따는 계절에 배타고 나온 처녀 총각들이 연

밥을 던지며 서로의 마음을 전하는 모습이 실려 있

으며 명, 청대에 인간세계의 천당이라는 명성을 가진

蘇州지역에서 무리지은 젊은 남녀들이 배를 타고 호

수에서 연꽃을 관상하고 따는 풍습이 성행했다고 한

다<그림 1>10).

<그림 1> 연꽃 따는 그림

- 연꽃의 세계, p. 42

또한 중국 송대부터 조선후기까지 줄곧 그려진 연

못의 물새 즉 연지수금도에는 연꽃아래 물새 한 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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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화도의 종류 문양의 종류 문양의 상징성

화조도

오리, 원앙 깊은 인연, 부부의 금슬, 가정의 평화, 부부간의 애정

물총새 우정, 모성, 사랑

거북 장수

학 군자

어해도 물고기

두 마리는 부부금슬, 세 마리는 가족의 사랑, 다산

물고기 세 마리가 유유히 헤엄치는 모습을 그린 三魚圖는 발음이 비슷한 三

餘圖로 불리며 선비들의 면학하는 태도를 일깨운다는 의미.

화접도 나비 자유연애, 행복, 부부간 금슬, 장수

연해도 게
자신을 잡아먹을지도 모르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있는 물속에서 기죽지 않는

배짱, 군자와 같은 성품

- 삶의 지혜․향기․꿈 -민화와 만나다, KOREAN ART BOOK 민화Ⅰ, 꿈꾸는 우리 민화

<표 1> 문양의 종류별 상징성

이 다정하게 노는 모습이 담겨 있다. 조선시대 문인

서거정이 연꽃 그림에 지은 시는 연꽃 주위에서는

노는 예쁜 오리가 주된 소재였으며 심사정은 연못의

원앙새를 그렸다.11) 연꽃과 함께 그려진 오리 및 원

앙새는 부부금슬을 상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연화도의 조형성 분석

민화 <연화도> 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연화도에 나

타난 문양, 연꽃의 형태, 색채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

고자 한다.

(1) 문양

연꽃이 담긴 민화는 연꽃만 그린 화훼도 중의 연

화도와 연꽃과 오리, 백로, 물총새, 거북, 학 등과 함

께 그린 화조도, 물고기와 함께 그린 어해도, 나비와

함께 그린 화접도, 게와 함께 그린 연해도 등이 있다.

연꽃만 그린 연화도보다는 다른 동물과 함께 그린

그림이 훨씬 많은 수를 차지하는데 이것은 한 가지

문양의 상징성을 전달하기보다 여러 가지 문양을 한

꺼번에 사용해서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전달하고자

한 의도로 생각된다. <표 1>12)은 연화도에 나타난 연

꽃 외 문양의 상징성을 정리한 것이다.

다음 <그림 2>13)는 문화원형분석을 위해 채택한

<연화도>에 사용된 문양을 종류별로 분류한 것이다.

(2) 연꽃의 형태

정통 화가들에 의해 그려진 꽃과 풀 그림이 점차

적으로 이름 없는 떠돌이 무명화가들에 의해 모방,

변조, 되풀이되어 그려지는 과정을 통해서 민화의 꽃

과 풀 그림이 탄생했다. 본래 연꽃그림은 유래가 불

교로부터 온 꽃이라 하여 무지의 세계에서 진리를

밝히는 불교적 진리의 상징화로서 즐겨 그려졌던 것

이다. 정통회화에서의 이와 같은 상징적 의미는 민화

에 오면서 점차 사라져버리고 그 대신 집안을 아름

답게 장식하기 위한 화려한 장식화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 민화의 연꽃그림은 초기의 모방단계에서는

사실적 화풍이 위주였으나 점차 내려오면서 사실성

을 배제한 감각적 장식성이 그림을 지배하게 되고

도식화된 양식을 띠게 되었다.14)

<그림 3>15)은 연화도에 나타난 연꽃의 형태를 도

식화 형태와 사실적 형태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이다.

도식화형태는 세련되고 감각적이며 현대적인 이미지

를 느낄 수 있는 반면 사실적 형태는 청초하고 우아

하고 사랑스러운 연꽃 본연의 이미지와 상징성을 느

낄 수 있다.

(3) 색채

조선시대 서민화가들에 의해 그려진 민화는 수묵

화도 있지만 대부분이 적, 청, 녹, 황의 오방색을 근

거로 한 강렬한 색채를 사용하여 진하게 채색된 화

려한 그림이다.

한국회화에서 가장 근본을 이루는 색채인 오방색

은 오방정색이라고도 하며, 황(黃), 청(靑), 백(白),

적(赤), 흑(黑)의 5가지 색을 말한다. 음과 양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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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꽃

- 행복이 가득한 그림 민화,

p. 17.

- 꽃과 새 선비마음,

p. 54.

- 민화의 즐거움,

p. 33.

- KOREAN Art Book 민화,

p. 171.

연꽃+

새

- 꽃과 새 선비마음,

p. 23.

- KOREAN Art Book 민화,

p. 158.

- KOREAN Art Book 민화,

p. 138.

- KOREAN Art Book 민화,

p. 166.

연꽃+

오리

- 행복이 가득한 민화,

p. 204.

- 꽃과 새 선비마음,

p. 55.

- KOREAN Art Book 민화,

p. 170.

- KOREAN Art Book 민화,

p. 139.

연꽃+

물고기

- 한국의 민화Ⅱ,

p. 54.

- KOREAN Art Book 민화,

p. 395.

- KOREAN Art Book 민화,

p. 168.

- KOREAN Art Book 민화,

p. 396.

<그림 2> 조선시대 연화도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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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꽃+

새+

물고기

- 민화와 만나다,

p. 64.

- 한국의 민화Ⅱ,

p. 5.

- KOREAN Art Book 민화,

p. 413.

- 한국의 민화Ⅱ,

p. 33.

연꽃+

새+

오리

- 한국의 민화Ⅱ,

p. 41.

- 행복이 가득한 그림 민화,

p. 17.

- 행복이 가득한 그림 민화,

p. 30.

- KOREAN Art Book 민화,

p. 160.

연꽃+

새+

거북이

+물고

기

- 한국의 민화Ⅱ,

p. 10.

- 한국의 민화Ⅱ,

p. 28.

- 한국의 민화Ⅱ,

p. 64.

- KOREAN Art Book 민화,

p. 412.

연꽃+

학+

물고기

(새)

- 꿈꾸는 우리민화,

p. 47.

- 한국의 민화Ⅱ,

p. 46.

- 꿈꾸는 우리민화,

p. 48.

- KOREAN Art Book 민화,

p. 162.

<그림 2> 조선시대 연화도의 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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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식화

형태

- 민화의 즐거움,

p. 14.

- KOREAN Art Book 민화,

p. 139.

- KOREAN Art Book 민화,

p. 168.

- 행복이 가득한 그림 민화,

p. 57.

사실적

형태

- KOREAN Art Book 민화,

p. 166.

- 꿈꾸는 우리민화,

p. 47.

- KOREAN Art Book 민화,

p. 169.

- KOREAN Art Book 민화,

p. 167.

<그림 3> 연화도에 나타난 연꽃의 형태 구분

운이 생겨나 하늘과 땅이 되고 다시 음양의 두 기운

이 목(木)ㆍ화(火)ㆍ토(土)ㆍ금(金)ㆍ수(水)의 오행

을 생성하였다는 음양오행사상을 기초로 한다.

오행에는 오색과 방위가 따르는데, 중앙과 사방을

기본으로 삼아 황(黃)은 오행 가운데 토(土)에 해당

하며 우주의 중심이라 하여 가장 고귀한 색으로 취급

되어 임금의 옷을 만들었다. 청(靑)은 오행 가운데 목

(木)에 해당하며 만물이 생성하는 봄의 색, 귀신을 물

리치고 복을 비는 색으로 쓰였다. 백(白)은 오행 가운

데 금(金)에 해당하며 결백과 진실, 삶, 순결 등을 뜻

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흰 옷을 즐겨 입

었다. 적(赤)은 오행 가운데 화(火)에 해당하며 생성

과 창조, 정열과 애정, 적극성을 뜻하여 가장 강한 벽

사의 빛깔로 쓰였다. 흑(黑)은 오행 가운데 수(水)에

해당하며 인간의 지혜를 관장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오방색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색채자

체보다 색채간의 관계이다. 색채의 관계가 조화로운

것을 상생이라 하고 조화롭지 못한 것을 상극이라

일컫는다. 상생관계는 목생화(청색과 적색), 화생토

(적색과 황색), 토생금(황색과 백색), 금생수(백색과

흑색), 수생목(흑색과 청색)이 있으며 이들의 순환은

원활하고 조화를 이루어 활기를 띤다. 이에 반해 상

극관계는 수극화(흑색과 적색), 화극금(적색과 백색),

금극목(백색과 청색), 목극토(청색과 황색), 토극수

(황색과 흑색)가 있으며 이들의 순환은 막히고 조화

를 이루지 못하여 활기를 잃게 된다.16)

민화에서는 상생과 상극, 즉 조화와 부조화의 원

리에 의해 색채의 배합이 이루어졌다. 오방색의 상생

과 상극 중 흑색과 백색의 무채색을 제외하고 유채

색들만의 배합을 정리하면 상생은 청색과 적색의 조

화와 적색과 황색의 조화이고 상극은 청색과 황색의

부조화이다. 우리나라의 전통회화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색채의 구성은 청색과 적색의 조화이다.17)

본 연구에서 조사한 연화도에서도 적색과 청색(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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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천년 한국의 민화

대전집Ⅳ, p. 632.

- 새천년 한국의 민화

대전집Ⅳ, p. 661.

- 새천년 한국의 민화

대전집Ⅳ, p. 535.

- 새천년 한국의 민화

대전집Ⅳ, p. 535.

<그림 5> 적․황색 배색 연화도의 예

- KOREAN Art Book 민화,

p. 395.

- KOREAN Art Book 민화,

p. 162.

- KOREAN Art Book 민화,

p. 163.

- KOREAN Art Book 민화,

p. 128.

<그림 4> 적․청색(녹색) 배색 연화도의 예

색)의 배합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연꽃

만 그린 연화도 뿐만 아니라, 새, 오리, 학, 물고기,

거북이 등 과 함께 그려진 연화도에서도 마찬가지이

다. 즉 연화도에는 연꽃의 적색과 연잎의 녹색 및 청

색의 조화가 가장 돋보이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

은 서로 활기를 북돋우고 생기가 넘치게 하는 상생

의 관계로 사용해 왔던 색상이다. 그러므로 민화는

문양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와 색채가 가지는 상생

의 기운을 함께 담아 집안의 곳곳을 장식하는 등 실

용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18)는 적색와 청색(녹색)의 배색이 어우러져 있는

연화도, <그림 5>19)는 적색과 황색의 배색이 어우러

져 있는 연화도의 예이다.

Ⅲ. 민화 <연화도>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상품 개발

연화도를 문화원형으로 채택하여 문헌조사 및 유

물분석을 통해 조형성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문

화상품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소재는 광목과 옥스퍼

드지를 사용하여 지초20), 양파껍질과 감물을 섞어 염

색한 감물복합염, 쪽염 등으로 염색했으며 문양은 그

림으로 표현했다. 문화원형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연

꽃의 고고하고 청초한 군자의 이미지, 성스러운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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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광목

․특징: 사실적 양식,

사랑스러운 이미지,

복합문양(연꽃․

물총새), 상생배색

(홍․청)

․소재: 광목

․특징: 사실적 양식,

청초한 이미지,

복합문양(연꽃․

게), 상생배색

(홍․청)

․소재: 광목(쪽염)

․특징: 사실적 양식,

청초한 이미지,

단독문양, 상생배색

(홍․청)

․소재: 광목(쪽염)

․특징: 사실적 양식,

청초한 이미지,

단독문양, 상생배색

(홍․청)

․소재: 광목(감물복합염)

․특징: 도식화 양식,

고고한 이미지,

단독문양, 상생배색

(홍․녹)

․소재: 광목(감물복합염)

․특징: 도식화 양식,

고고한 이미지,

단독문양

․소재: 옥스퍼드지

․특징: 도식화 양식,

고고한 이미지,

단독문양, 상생배색

(홍․녹)

․소재: 옥스퍼드지

․특징: 사실적 양식,

청초한 이미지,

단독문양, 상생배색

(홍․녹)

․소재: 광목(감물복합염)

․특징: 도식화 양식,

고고한 이미지,

단독문양, 상생배색

(홍․청)

․소재: 광목(감물복합염)

․특징: 도식화 양식,

고고한 이미지,

단독문양, 상생배색

(홍․청)

․소재: 광목(감물복합염)

․특징: 도식화 양식,

고고한 이미지,

단독문양, 상생배색

(홍․황/홍․녹)

․소재: 광목(감물복합염)

․특징: 도식화 양식,

고고한 이미지,

단독문양, 상생배색

(홍․황/홍․녹)

<그림 6> 가방 문화상품

지, 사랑스럽고 우아한 이미지 등을 최대한 살리면서

사실적 화풍의 연꽃을 표현한 디자인, 도식화 양식의

연꽃을 표현한 디자인, 연꽃만 그려진 디자인, 연꽃

과 물총새, 게, 잠자리 등을 함께 묘사한 디자인, 상

생의 색채배합인 적색과 청색, 적색과 녹색, 적색과

황색의 조화로운 구성이 돋보이는 디자인 등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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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광목(감물복합염)

․특징: 도식화 양식, 우아한 이미지,

상생배색(홍․녹)

․소재: 광목(감물복합염)

․특징: 도식화 양식, 우아한 이미지,

상생배색(홍․녹)

․소재: 광목(감물복합염)

․특징: 도식화 양식, 우아한 이미지,

상생배색(홍․황/홍․녹)

․소재: 광목(감물복합염)

․특징: 도식화 양식, 성스러운

이미지, 상생배색

(홍․황/홍․녹)

․소재: 광목(감물복합염)

․특징: 도식화 양식, 사랑스러운

이미지, 상생배색

(홍․황/홍․녹)

․소재: 광목(감물복합염)

․특징: 도식화 양식, 사랑스러운

이미지, 상생배색

(홍․황/홍․녹)

․소재: 광목(감물복합염)

․특징: 도식화 양식, 우아한 이미지,

상생배색(홍․황/홍․녹)

․소재: 광목(감물복합염)

․특징: 도식화 양식, 우아한 이미지,

상생배색(홍․황/홍․녹)

․소재: 광목(감물복합염)

․특징: 도식화 양식, 우아한 이미지,

상생배색(홍․황/홍․녹)

<그림 7> 파우치 문화상품

방소품, 방석소품, 주방소품류를 개발했다.

1. 가방소품
1) 가방

조선시대 연화도의 조형성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

로 광목과 옥스퍼드지 소재에 감물복합염, 쪽염 등으

로 염색하여 물총새, 게, 잠자리 등의 문양을 연꽃그

림과 함께 표현하여 12종의 가방을 제작했다<그림 6>.

2) 파우치

광목을 감물복합염 등의 방법으로 염색한 소재를

사용해서 연꽃과 물고기 등의 문양을 그림으로 표현

한 파우치의 종류이다<그림 7>.

2. 쿠션․방석소품
옥스퍼드지를 소재로 연꽃 등의 문양을 사실적 화

풍의 그림으로 표현한 쿠션과 방석류이다<그림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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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광목(감물복합염)

․특징: 사실적 양식, 사랑스러운 이미지, 상생배색

(홍․황/홍․녹)

․소재: 광목(쪽염)

․특징: 사실적 양식, 청초한 이미지, 상생배색 (홍․청)

<그림 12> 앞치마 문화상품

․소재: 광목(34*117cm)

․특징: 사실적 양식, 사랑스러운 이미지, 상생배색

(홍․황/홍․녹)

․소재: 광목(34*117cm)

․특징: 사실적 양식, 사랑스러운 이미지 상생배색

(홍․황/홍․녹)

<그림 11> 러너 문화상품

2) 러너

3) 앞치마

Ⅳ.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시대이며 문화의 공유성이

두드러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국 고유문화의 전통

적 정체성을 추구하고자 한국인의 삶, 꿈, 믿음, 멋,

종교, 신앙 등이 녹아 있으며 서민들의 이야기가 담

겨 있는 그림인 민화를 수집하여 여기에 내포된 이

야기와 조형특성을 분석한 후 이 결과를 토대로 한

국 고유문화의 전통성을 살리면서 현대적 감각을 가

미한 패션문화상품을 개발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

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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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화는 좋은 일을 바라는 마음과 함께 나쁜 일

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마음이 함께 만들어

낸 그림이다. 설화와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우리

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며 서민화가가 서민의 수요

에 의해 그린 그림으로 한국 고유의 정체성과 고유

성을 지닌 서민문화에 대한 원천자료이기도 하다.

2. 연꽃은 진흙탕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

고 고고하게 자라서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 특성을

가진 꽃으로 학식이 높고 행실이 어진 군자의 고고

한 덕목, 불교의 성스러운 꽃으로 윤회, 성스러움, 생

명창조의 의미를 가지며 남녀간의 사랑, 부부금슬을

상징하는 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연꽃이 담긴

민화에는 연꽃뿐만 아니라 오리, 백로, 물총새, 물고

기, 나비, 게, 거북이 등이 함께 그려진 예가 많은데

이것은 연꽃이 가진 상징성외에 다른 조류, 충류, 어

류 등의 상징성을 함께 전달하려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3. 연화도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색채배합은

적색과 청색(녹색)이다. 연꽃의 적색과 연잎의 녹색

및 청색의 조화가 가장 돋보이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은 서로 활기를 북돋우고 생기가 넘치게 하는 상

생의 관계로 사용해 왔던 색상이다. 그러므로 민화는

문양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와 색채가 가지는 상생

의 기운을 함께 담아 집안의 곳곳을 장식하는 등 실

용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4. 연화도를 문화원형으로 채택하여 문헌조사 및

유물분석을 통해 조형성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실적 화풍의 연꽃을 표현한 디자인, 도식화 양식의

연꽃을 표현한 디자인, 연꽃만 그려진 디자인, 연꽃

과 물총새, 게, 잠자리 등을 함께 묘사한 디자인, 상

생의 색채배합인 적색과 청색의 조화로운 구성이 돋

보이는 디자인 등의 가방소품, 방석소품, 주방소품의

종류를 개발하였다. 실제로 연화도에는 연꽃만 있는

예보다 다양한 문양이 함께 그려진 예가 훨씬 많았

지만 본 연구에서 개발한 문화상품디자인에는 연꽃

을 주로 그리며 그 외 문양은 극히 일부에만 사용했

다. 이유는 소품류에는 오리, 물고기, 새 등과 같은

어류, 조류보다는 연꽃에 대한 호감이 훤씬 높은 것

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방소품은 세련

되고 감각적인 도식화 형태의 연화도를, 쿠션 및 방

석과 주방소품에는 우아하고 청초한 사실적 형태의

연화도를 그렸다.

5. 본 연구에서는 광목, 옥스퍼드지와 같은 면소재

에 채회 기법만을 사용한 문화상품을 개발했지만 후

속연구에서는 견소재, 자수기법 등 다른 소재와 기법

을 응용한 문화상품 개발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연화도 외에도 다양한 민화 콘텐츠를 개발하

여 현대적 감각을 가미한 이야기가 있는 패션 민화

상품 개발을 시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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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센 털이 달린 줄기는 곧게 서며 붉은 자주색의 뿌

리는 땅속으로 곧게 깊이 내린다. 봄과 가을에 가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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根이라고 하며 이는 각종 한약치료제로 사용되기도

하며 뿌리에서 자주빛 물감을 얻을 수 있어 염료로도

사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