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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is work developed the basic motive design utilizing the physical beauty of the traditional or-
naments used uniquely by Korean females and suggested some textile designs and fashion cul-
tural product designs. As a research method, computer design programs Adobe Illustrator CS3 
and Adobe Photoshop CS3 were used as well as literature examination. The motive was mainly 
based on the dwiggoji and ddeoljam, which are female ornaments. The formative shape in wom-
an ornaments was classified into four kinds: plant, animal, geometry, and hybrid. The hybrid 
type was divided further into such combinations as plant, animal, and geometry, which came up 
with 8 fundamental motives for design development in total. With regard to the basic motive de-
sign, the coordinated concept was adopted with a combination of traditional taste and con-
temporary taste in harmony for the expression of delicate image on the condition that the basic 
format in female ornament is maintained. Textile design was processed with symmetry, rotation, 
repeat, and overlap as fundamental motive. As to the design for fashion cultural products, design 
mapping was proposed for neckties, handbags, clutches, shirts, and one-pieces. Utility and beauty 
in the traditional ornaments unique to Korean women could be recognized once again through 
this work. This work also assured the possibility for the endless improvement as a design devel-
opment motive with origi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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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오랜 역사와 전통을 통해 형성된 한 민족의 고유

문화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일은 민족 문화의 계승

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문화수준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수단으로 이에 관한 다각도에서의 활

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민족 고유

의 정서와 생활상, 미의식 등 전통이 담긴 문화적 자

원은 타민족 문화와 차별화 될 수 있는 저마다의 독

창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문화 창조를

위한 하나의 밑거름이자 창조적인 디자인 개발에 있

어 중요 모티브라 하겠다.

특히 전통 장신구는 고유 복식인 한복과 조화를

이루면서 전통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며, 조선시대 여성 수식의 경우 첩지, 비녀,

뒤꽂이, 떨잠, 댕기, 족두리, 화관 등 다양한 종류를

통해 화려한 장식미를 나타낸다. 이러한 여성수식은

조선시대 여성들의 다양한 머리양식과 함께 발달되었

으며, 자신을 보다 아름답게 치장하고자 하는 개인의

미적본능을 표현함과 동시에 주술적인 측면이나 권력

및 신분의 표시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는 등 시대에

따른 미의식이나 사회상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 수식에 관한 선행연구는1) 주로 수식

의 유형이나 문양, 상징성에 관한 연구 또는 수식의

장식적 요소를 이용한 디자인 연구만으로 전통수식

을 활용한 패션문화상품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다양한 형태와 종류, 색상, 문양 등

을 통해 화려한 장식미를 표현하고 있는 여성수식의

조형성은 우리 선조들의 미적 소산물이자 고유의 아

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의 하나로 독창적인

디자인 개발을 위한 하나의 모티브이며 무궁무진한

활용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머리 형태와 더불어 역

사상 수식이 가장 발달한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여성

수식의 조형적 형태를 활용한 텍스타일 디자인 및

패션문화상품 디자인을 제안함으로써, 향후 전통 여

성 수식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문화상품 개발에 일

조하고 한국 전통문화 이미지의 세계화 및 현대화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연구 방법은

전통 여성 수식에 대한 관련 문헌과 선행연구들을

문헌고찰하고,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인 Adobe

Illustrator CS3와 Adobe Photoshop CS3를 이용하여

텍스타일디자인 및 패션문화상품 디자인으로 전개하

였다. 또한 본 연구를 위한 선행연구로써 국내 대학

생들을 대상으로 전통 여성 수식에 대한 디자인 선

호도에 관한 연구를2) 진행하였으며, 이 결과를 바탕

으로 모티브디자인 및 텍스타일 디자인을 전개하였

고, 패션문화상품으로는 넥타이, 핸드백, 클러치, 셔

츠 및 원피스디자인에 맵핑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 대상은 다양한 수식의 종류 중 비녀, 첩지,

뒤꽂이, 떨잠 등 꽂이용품으로만 한정하였다.

Ⅱ. 전통 여성 수식에 관한
일반적 고찰

전통장신구는 우리 고유의 한복과 함께 몸을 단장

할 수 있는 다양한 장식용품들로 구성되는데, 몸을

치장하기 위한 장식물인 노리개나 주머니, 귀걸이,

반지, 그리고 머리치장을 위한 각종 수식 등이 있다.

특히 조선시대의 경우 큰머리, 어여머리, 첩지머리,

쪽머리, 새앙머리 등 다양한 머리모양과 함께 이에

따른 수식 역시 다양하게 발달하여, 갖가지 형태의

비녀와 뒤꽂이, 그리고 상류층에서만 사용되던 첩지

와 떨잠 등이 있다.

비녀란 한자로 잠(簪), 계(笄), 채(釵)라고하며, 부

녀자의 쪽진 머리가 풀어지지 않도록 꽂거나, 의례용

관이나 가발을 머리에 고정시키기 위한 용도로 사용

된 것이다. 비녀의 형태는 <그림 1>3)과 같이 길고

끝이 뾰족한 막대기형태의 잠신부분과 다양한 형태

의 장식으로 구성된 잠두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잠

두에 사용된 장식이나 비녀의 재료에 따라 명칭이

다를 뿐만 아니라 나이, 계절에 따라서도 사용을 달

리하였으며, 평상시에는 짧은 것을 의례 시에는 길이

가 긴 것을 사용했다. 대부분 잠두부분의 장식은 식

물과 동물문양을 중심으로 절개, 부귀, 장수, 다남을

기원하는 상징적인 의미의 장식으로4) 구성되었다.

또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수식 중 하나는 뒤꽂이로

여성들의 쪽머리에 장식하던 장신구의 일종이다.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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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녀 뒤꽂이 첩지 떨잠

<그림 1> 금봉잠, 19C

- 궁중유물, p. 110.

<그림 2> 뒤꽂이, 19C

- http://museum.sook

myung.ac.kr

<그림 3> 도금 용 첩지,

19C

- 전통장신구, p. 21.

<그림 4> 떨잠, 19C

- 전통장신구, p. 57.

문양

․식물문양(대나무, 매화,

국화, 모란, 연꽃, 불로

초, 석류, 당초, 호두 등)

․동물문양(봉황, 용, 원앙,

새, 나비 등)

․기타(사선, 길상문자)

․식물문양(대나무, 매화,

국화, 연꽃, 불로초, 석

류, 당초, 복숭아 등)

․동물문양(봉황, 용, 봉,

원앙, 나비, 벌, 박쥐 등)

․기타(길상문자)

․용, 봉, 개구리

․식물문양(대나무, 국화,

매화, 모란, 연꽃, 불로

초, 당초, 잎 넝쿨 등)

․동물문양(봉황, 새, 나

비, 벌, 잠자리 등)

소재

․금, 은, 백동, 놋, 진주,

영락, 옥, 비취, 산호, 공

작석, 밀화, 파란, 나무,

뿔, 뼈 사용

․첨부는 주로 은을 사용

․장식부분은 금, 은, 동 등

의 금속류와 옥, 산호, 파

란, 진주, 호박, 마노, 수정,

밀화 등 각종 보석류 사용

․도금, 은, 놋쇠, 흑각

․첨부는 주로 은을 사용

․장식부분은 옥, 은, 동,

진주, 산호, 공작석, 파

란, 호박, 비취, 마조, 수

정 등 사용

종류

및

특징

․소재와 잠두부분 장식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불림.

평상시에는 짧은 비녀, 의

례 시에는 긴 비녀 착용

․서민계급은 나무, 뿔, 뼈

비녀를, 상류계급은 금,

은, 주옥 등 사용

․일반뒤꽂이(문양의 연결

방식에 따라 화접, 화형,

소형, 연봉, 기타로 구

분), 빗치개뒤꽂이, 귀이

개뒤꽂이, 말뚝뒤꽂이로

구분

․각 기법, 파란 기법, 보

석물림 기법을 사용

․황후는 도금 용 첩지, 비,

빈은 도금 봉 첩지, 내외

명부는 지체에 따라 도금,

은, 놋쇠의 개구리첩지,

상중에는 흑각첩지 사용

․궁중에서는 취침시를 제

외하고 항상 착용하였고,

사대부 부녀들은 예장

시에만 사용

․장식부의 판 형태에 따

라 원형, 각형, 나비 형

태의 접형으로 구분

․옥으로 된 장식 판에 비

취모를 어교로 은판에

붙이는 점취법 사용.

<표 1> 여성 수식의 종류와 특징

꽂이의 형태는 <그림 2>5)와 같이 가늘고 긴 첨부와

다양한 형태와 장식으로 꾸민 장식부로 구분되는데,

착용자의 신분이나 부에 따라 그 크기와 재료를 달

리하였다. 특히 뒤꽂이는 장식적인 측면을 강조한 일

반 뒤꽂이와 기능적인 측면까지도 고려한 빗치개뒤

꽂이, 귀이개뒤꽂이 등으로 나누어진다. 일반 뒤꽂이

는 장식을 목적으로 하였으므로 식물, 동물 등 다양

한 문양과 재료, 기법을 사용하여 화려한 장식성을

나타냈으며, 빗치개 뒤꽂이는 가르마를 타거나, 빗살

사이의 때를 제거할 때 쓰는 도구로도 사용된 뒤꽂

이이고, 귀이개 뒤꽂이는 귀지를 파내던 것이 장식화

되어 꽂아진 것이다.6)

일반용이 아닌 궁중이나 의례용으로 사용한 수식

용품으로는 <그림 3>7)의 첩지(疊紙)와 <그림 4>8)의

떨잠이 있다. 첩지는 조선시대 왕비와 내외명부가 쪽

머리의 가르마에 얹어 치장한 것으로 장식과 형태,

재료에 따라 신분을 나타내는 계급표시이기도 하였

고, 예장할 때 화관이나 족두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역할을9) 하기도 하였다.

떨잠은 조선시대 왕비 이하 상궁 및 상류층 부녀자

가 예복을 입고 큰머리나 어여머리를 할 때 머리 중앙

이나 좌우에 꽂았던 장식용품으로 ‘떨철판자’10) 라고

도 하였다. 머리 중앙에 꽂는 것을 선봉잠(先鳳簪)이

라 하고 좌우에 꽂는 것은 떨잠이라고 구분하기도 한

다. 떨잠의 형태는 뒤꽂이와 같이 가늘고 긴 첨부와

장식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장식부의 판 형태에 따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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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동물 기하
복합

식물+동물 식물+기하 동물+기하 식물+동물+기하

1-1 2-1 3-1 4-1 5-1 6-1 7-1

1-2 2-2 3-2 4-2 5-2 6-2 7-2

<표 2> 전통 수식의 조형적 형태미를 활용한 모티브디자인

형, 각형, 접형인 나비형태로 구분되며, 장식 끝에는

금사(金絲)로 가늘게 용수철을 만들고 그 위에 금속으

로 만든 꽃이나 새 또는 진주 등의 보석을 달아 움직

임에 따라 흔들리게 만든 떨새를 달아 장식하였다.11)

이와 같은 여성 수식에 사용된 문양은 식물, 동물,

기타문양 등으로 각기 단독 문양을 사용한 것도 있

으나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화려한 장식미를 나타낸

것도 있다. 식물문양에는 국화, 매화, 대나무, 석류,

연꽃, 모란, 불로초와 같은 다양한 문양을 사용하였

으며, 동물문양에는 용, 봉황, 나비, 벌, 학, 새, 박쥐,

개구리 등이 있고, 기타문양에는 수복강녕, 부귀, 만

복, 다손 등을 기원하는 길상문자나 십장생문 등이

있다. 또한 수식에 사용된 재료는 금, 은, 동 등의 금

속류에서부터 옥, 산호, 진주, 파란, 공작석, 밀화 등

의 보석류, 그리고 나무, 뿔과 같은 다양한 종류가

사용되었고 이러한 재료들은 단독으로, 또는 서로 혼

합 사용하여 재료의 특성뿐만 아니라 각양각색의 문

양과 함께 조화를 이룸으로써 아름다움을 극치를 나

타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1>12)과 같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를 위한 선행연구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통 여성 수식의 디자인 선호도 에 관한 연구를 수행

하였다. 연구 결과 전통 여성 수식의 디자인을 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대적 디자인으로 재창조하는 것을

선호하였고, 문양의 선호도는 식물문양, 동물문양, 기하

문양, 복합문양의 순으로 나타났다. 색상은 붉은 계열

과 전통적인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색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간크기 문양의 자유로운 배치를 선

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 여성 수식 디자인을 적

용하기 위한 문화상품 아이템의 선호도는 스카프나 넥

타이와 같은 패션 소품, 의류, 가방의 순으로 나타났으

며, 의류의 경우 원피스와 셔츠 종류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어 전통 수식의 조

형적 형태를 활용한 기본 모티브 디자인을 전개하였

다. 선행연구와 관련문헌을 참고로 전통수식의 형태

를 식물, 동물, 기하, 복합의 4가지 형태로 구분하였

고, 복합은 다시 식물과 동물, 기하형태를 조합한 4

가지로 구성하여 총 7가지 유형으로 전개하였으며,

각 유형별로 두 가지씩 총 14개의 기본 모티브를 개

발하였다. 기본 모티브디자인을 위한 여성수식의 자

료는 국립박물관과 대학박물관 소장 자료와 관련문

헌을 참고로 하였다. 선행연구 결과를 참고로 하여

여성 수식 중 뒤꽂이와 떨잠을 중심으로 전개하였으

며, 원형의 형태와 이미지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도 모던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콘

셉트를 삼았고, 색상 역시 선행연구 결과와 ‘퍼스트

뷰 코리아’에서 제공하는 2012년 트렌드 컬러를 참고

로 하였다. 모티브디자인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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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국화문 꽂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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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디자인 1

개발한 기본 모티브디자인에 관한 디자인 선호도

를 위해 2011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300부를 배포하여 회수된 자료 중 불

성실한 응답 자료를 폐기한 총 249부를 유효 표본으

로 하였다. 조사결과 식물 형태에서는 1-2가 55.6%,

동물 형태는 2-2가 54.4%, 기하 형태는 3-2가 61.4%

로 높게 나타났으며, 6개의 식물, 동물, 기하 형태 중

가장 선호하는 것은 2-2가 26.6%로 나타났다. 복합

형태의 경우 식물+동물 형태에서는 4-1이 80.5%, 식

물+기하 형태에서는 5-1이 65.1%, 동물+기하 형태

에서는 6-1이 51.5%, 식물+동물+기하 형태에서는

7-1이 51.0%로 각각 높게 나타났으며, 8개의 복합형

태 중에서는 4-1이 48.5%, 7-2가 14.5%, 7-1이 10.8%

의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와 패션디자인 전공 및 문화상품 관련

전문가 4인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각 항목 중 선호

도가 높은 기본 모티브를 중심으로 텍스타일 디자인

을 전개하였으며, 복합형태 중 두 번째로 선호도가

높은 7-2 역시 포함시켜 전개하였다. 패션문화상품

디자인을 위한 아이템은 선호도 조사결과를 바탕으

로 넥타이, 핸드백과 파우치, 원피스, 셔츠로 전개하

여 제안하였다. 핸드백 디자인은 Hermes의 볼리드

백 디자인을, 클러치는 에스클라바주 디자인을 활용

하였으며, 셔츠는 라운드 네크라인의 긴팔 티셔츠와

드레스셔츠에, 원피스 디자인은 민소매의 심플한 화

이트 원피스를 기본으로 맵핑하여 그 활용가능성을

예측하였다.

Ⅳ. 전통 여성 수식의 조형적 형태를
활용한 텍스타일 디자인 및

패션문화상품 디자인

1. 디자인 1
디자인 1은 국화문양 꽂이를 활용한 것으로 <표

3>과 같이 전개하였다. 백옥과 금속으로 이루어진

<그림 5>13)의 국화문양 꽂이는 국화꽃잎 하나하나가

조각되고 중심부분에는 홍색의 유리와 청색 새털장

식을 통해 화려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나타낸다.

이러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원형과 같이 여러

겹의 국화 꽃잎이 부각되도록 하였고, 중심부분에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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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디자인 2

잎을 강조시켜 표현하였다. 색상은 Pantone DS 124-

9U/107-8U/ 107-1U를 적용하였고 레드를 중심으로

톤 온 톤 배색과 그러데이션 배색의 효과를 주어 강

렬하면서도 화려한 이미지를 갖도록 하였다. 텍스타

일디자인은 기본모티브의 대칭과 회전, 중첩을 활용

하여 전개하였으며, 넥타이, 핸드백과 클러치, 원피스

디자인에 맵핑하였다. 넥타이디자인은 개발한 패턴을

활용하여 가로와 사선의 스트라이프 문양이 표현되

도록 하였고, 핸드백과 클러치디자인에는 패턴3의 전

면배치와 기본모티브에서 첨부를 제외한 국화문양의

장식부분만을 활용하여 포인트 장식으로 활용하였다.

원피스디자인은 패턴2를 활용하여 가로 스트라이프

문양의 효과를 나타낸 것과 기본 모티브의 장식부분

만을 이용하여 도트문양의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전

개하였다. 티셔츠와 드레스 셔츠디자인은 그러데이션

효과를 준 바탕에 패턴1의 일부분을 측면과 중심에

배치하여 장식적인 요소로 활용하였다.

2. 디자인 2
디자인 2는 나비문양의 선봉잠(先鳳簪)을 활용한

것으로 <표 4>와 같다. 조선시대 왕비 이하 상궁들이

예복을 입고 큰머리나 어여머리를 할 때 머리에 꽂

았던 떨잠 중 앞머리 중앙에 꽂는 나비떨잠을 선봉

잠이라 하는데 <그림 6>14)에서 볼 수 있듯이 나비

형태로 조각된 백옥판 위에 청·홍 유리와 진주, 새털

등으로 장식하여 화려한 이미지를 나타낸다.

기본 모티브는 원형의 나비형태를 기본으로 선을

단순화하여 표현하였고, 내부 공간을 분할하여 Y:100/

C:75, Y:100, K:25/M:100, Y:100/C:25, Y:100/C:

100, M:100/C:50, M:100의 색상을 적용함으로써 색

동의 이미지로 화려하면서도 전통적인 이미지를 나

타낼 수 있도록 하였다. 텍스타일디자인은 기본모티

브의 대칭과 회전, 중첩을 활용하여 전개하였으며,

넥타이, 핸드백과 클러치, 원피스디자인에 맵핑하였

다. 넥타이디자인은 패턴2와 패턴3을 적용하여 사선

스트라이프와 격자문양이 표현되도록 하였고, 핸드백

디자인에는 패턴2를 활용하여 핸드백 윗부분과 아랫

부분을 분리하고 패턴의 방향전환을 통해 변화감을

나타냈다. 클러치디자인 역시 패턴2를 활용하였고,

덮개부분에는 기본모티브에서 첨부를 제외한 나비문

양의 장식부분만을 활용하여 포인트 장식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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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빗치개 뒤꽂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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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디자인 3

하였다. 원피스디자인은 패턴3을 활용하여 전면에 레

이아웃 한 것과 기본 모티브의 장식부분만을 이용하

여 자유 배치함으로써 나비가 날아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냈다. 셔츠디자인은 화이트셔츠를 기본으

로 티셔츠에는 기본모티브를 활용하여 원 포인트 그

래픽디자인으로, 드레스셔츠에는 한쪽부분에만 배치

하여 비대칭효과와 함께 화려한 색상이미지를 부각

시키도록 하였다.

3. 디자인 3
디자인 3은 기하문양의 빗치개를 활용한 것으로

<표 5>와 같이 전개하였다. 뒤꽂이의 한 종류인 빗치

개는 가르마를 타거나, 빗살사이의 때를 제거할 때

쓰는 도구이며 뒤꽂이의 역할도 한 다용도의 수식용

품이다. <그림 7>15)은 각(角)으로 만든 빗치개로 기

하학적 형상과 함께 추상적인 문양을 나타내고 있다.

기본 모티브는 원형의 형태를 기본으로 내부에 면

분할을 통해 기하학적 형상을 부각시켜 표현하였고,

색상은 Pantone DS 149-8U와 325-2U를 적용하여 저

채도의 핑크와 그레이의 그러데이션 배색 조화로 차

분하면서도 모던한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

다. 텍스타일디자인은 기본모티브의 대칭과 회전 반

복을 활용하여 전개하였으며, 넥타이디자인은 패턴1

과 패턴2를 적용하여 가로와 사선스트라이프 문양이

표현되도록 하였다. 핸드백과 클러치디자인에는 윗부

분과 아랫부분을 분리하고 패턴1의 방향전환을 통해

변화감을 나타냈다. 원피스디자인은 패턴3을 전면에

레이아웃 하여 가로 스트라이프와 마름모꼴이 조합된

기하학적 문양의 효과를 나타낸 것과 기본모티브의

형태를 왜곡하여 자유 배치함으로써 꽃문양과 같은

효과를 표현한 것으로 전개하였다. 티셔츠에는 몸판

에만 패턴1을 배치하고 소매 부분에는 그러데이션 효

과를 주었고, 드레스셔츠에는 몸판부분에만 그러데이

션효과를 적용하고 패턴3을 배치하여 모던하면서도

장식적인 문양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도록 하였다.

4. 디자인 4
디자인 4는 꽃과 새의 형상이 혼합된 복합문양의



服飾 第63卷 3號

- 40 -

원형
기본모티브

및 색상 적용
패턴 1 패턴 2 패턴 3

넥타이 핸드백 및 클러치 셔츠 및 원피스

<표 6> 디자인 4

형태로 <표 6>과 같이 전개하였다. 꽃모양은 디자인1

에서 활용한 국화문양 꽂이를 활용하여 꽃잎을 단순

화시키고 내부디자인을 변화시켜 적용하였으며, 새의

형상은 나비떨잠 네 귀퉁이에 도금된 새의 형상을

참고로 하여 디자인하였다. 색상은 Pantone DS180-

9U/160-8U/184-1U/Y:100/C:75, Y:100, K:25/M:

100, Y:100/C:25, Y:100/C:50, M:100을 적용하였다.

특히 새의 형상에는 각 부분을 분할하여 색동의 이

미지를 적용함으로써 화려한 이미지를 부각시켰고,

꽃문양에는 새 문양에 활용된 보라를 이용한 그러데

이션효과로 통일되면서도 조화된 이미지를 표현하였

다. 텍스타일디자인은 기본모티브의 대칭과 회전 반

복을 활용하여 전개하였으며, 넥타이디자인은 패턴2

와 패턴3을 적용하여 화려하면서도 안정된 이미지를

갖도록 하였다. 핸드백디자인은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분리하고 패턴1의 방향전환을 통해 변화감을 나타냈

으며, 클러치디자인은 패턴2를 활용하였고 덮개부분

에는 기본모티브에서 첨부를 제외한 꽃과 새의 장식

부분만을 확대 적용하여 화려함이 부각될 수 있는

포인트 장식으로 활용하였다. 원피스디자인은 패턴2

를 전면에 레이아웃 한 것과 기본모티브에서 첨부를

제외한 장식부분을 앞몸판부분과 햄 라인부분에 일

부 적용하여 장식적인 포인트를 준 것으로 전개하였

다. 티셔츠에는 전면에 기본모티브의 첨부만을 활용

한 십자문양을 배치하고 패턴3을 활용하여 원 그래

픽 포인트 장식으로 활용하였으며, 드레스셔츠에는

몸판부분에만 패턴3의 일부분을 좌우대칭 배치하여

장식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도록 하였다.

5. 디자인 5
디자인 5는 꽃과 기하문양의 형상이 혼합된 복합

문양의 형태로 <표 7>과 같이 전개하였다. 꽃모양은

디자인4와 동일하게 적용하였고, 기하문양은 디자인3

을 활용하여 기하문양 윗부분에 세 개의 꽃문양을

배치함으로써 꽃과 기하문양이 조화된 차분하고 세

련된 이미지로 전개하였다. 색상은 Pantone DS180-

9U/160-8U/184-1U/221-9U/325-2U를 적용하였다. 텍

스타일디자인은 기본모티브의 대칭과 회전 반복을

활용하여 전개하였으며, 넥타이디자인은 서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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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
기본모티브

및 색상 적용
패턴 1 패턴 2 패턴 3

넥타이 핸드백 및 클러치 셔츠 및 원피스

<표 7> 디자인 5

바탕색에 패턴2와 패턴3을 적용하여 세련되고 안정

된 이미지를 갖도록 하였다. 핸드백과 클러치디자인

에는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분리하고 패턴1의 방향전

환을 통해 변화감을 나타냈으며, 원피스디자인은 패

턴3의 투명도를 달리 적용하여 중첩시킴으로써 입체

적인 이미지를 나타낸 것과 한쪽부분에만 기본모티

브의 형태왜곡을 통해 회화적인 이미지의 꽃문양과

같이 표현한 것으로 전개하였다. 티셔츠에는 전면에

그러데이션효과를 적용하고 패턴3의 일부분을 확대

배치하여 원 그래픽 포인트 장식으로 활용하였으며,

드레스셔츠 역시 그러데이션 효과와 함께 패턴3을

활용하여 좌우 대칭의 배치함으로써 장식적인 이미

지를 부각시키도록 하였다.

6. 디자인 6
디자인 6은 새와 기하문양의 형상이 혼합된 복합

문양의 형태로 <표 8>과 같이 전개하였다. 기하문양

은 디자인3과 동일하게 적용하였고, 새문양은 디자인

2와 동일한 디자인에 색상적용을 달리하고 그러데이

션 효과를 주어 변화를 주었으며 기하문양을 중심으

로 좌우에 새 문양을 대칭 배치함으로써 새와 기하

문양이 조화된 화려하면서도 차분하고 세련된 이미

지로 전개하였다. 색상은 Pantone DS221-9U/325-

2U/184-1U/Y:100/C:75, Y:100, K:25/M:100, Y:100/

C:25, Y:100/C:50, M:100을 적용하였다. 텍스타일디

자인은 기본모티브의 대칭과 회전 반복을 활용하여

전개하였으며, 넥타이디자인은 패턴2와 패턴3을 적용

하고 넥타이 바탕색 역시 그레이를 활용하여 세련되

고 안정된 이미지를 갖도록 하였다. 핸드백디자인에

는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분리하고 패턴1의 방향전환

을 통해 변화감을 나타냈으며, 클러치디자인은 윗부

분에는 패턴3을 아랫부분에는 패턴1을 적용하여 패

턴변화에 따른 새로운 이미지를 나타내도록 하였다.

원피스디자인은 패턴1과 패턴3을 전면에 레이아웃

하여 동일한 모티브이나 서로 다른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으며, 티셔츠에는 전면에 그러데이션

효과를 적용하고 기본 모티브디자인을 왜곡시켜 한

쪽부분에만 배치하였고, 드레스셔츠 역시 기본모티브

의 첨부부분을 왜곡시켜 자유롭게 배치함으로써 수

묵화와 같이 차분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나타내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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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
기본모티브

및 색상 적용
패턴 1 패턴 2 패턴 3

넥타이 핸드백 및 클러치 셔츠 및 원피스

<표 9> 디자인 7

원형
기본모티브

및 색상 적용
패턴 1 패턴 2 패턴 3

넥타이 핸드백 및 클러치 셔츠 및 원피스

<표 8> 디자인 6

7. 디자인 7
디자인 7은 꽃과 새, 기하문양의 형상이 혼합된

복합문양의 형태로 <표 9>와 같이 전개하였다. 기하

문양은 디자인3을, 새문양은 디자인 6을, 꽃문양은

디자인1의 국화문양을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각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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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
기본모티브

및 색상 적용
패턴 1 패턴 2 패턴 3

넥타이 핸드백 및 클러치 셔츠 및 원피스

<표 10> 디자인 8

티브의 위치변화를 통해 화려하면서도 우아하고 차

분한 이미지를 갖도록 하였다. 색상은 Pantone DS

221-9U/325-2U/124-9U/107-8U/184-1U/Y:100/C:75,

Y:100, K:25/M:100, Y:100/C:25, Y:100/C:50, M:

100을 적용하였다. 텍스타일디자인은 기본모티브의

대칭과 회전 반복을 활용하여 전개하였으며, 넥타이

디자인은 패턴1과 패턴3을 적용하고 넥타이 바탕색

에 변화를 주어 서로 다른 이미지를 나타내도록 하

였다. 핸드백디자인에는 패턴2를 전면에 배치하였고,

클러치디자인은 윗부분에는 패턴2를 아랫부분에는

패턴3을 적용하여 변화된 이미지를 나타내도록 하였

다. 원피스디자인은 패턴1을 전면에 레이아웃 한 것

과 패턴2의 일부분을 원피스 몸판에 확대 배치하여

장식적인 포인트로 활용한 것으로 전개하였고, 티셔

츠와 드레스셔츠디자인은 기본모티브의 왜곡을 통해

변화된 이미지를 나타냈으며 블랙바탕에 배치하여

화려한 문양의 효과를 부각시키도록 하였다.

8. 디자인 8
디자인 8은 꽃과 나비, 기하문양의 형상이 혼합된

복합문양의 형태로 <표 10>과 같이 전개하였다. 기하

문양은 모티브디자인 3-2를 활용하였으며, 꽃문양은

디자인4의 꽃문양을, 나비문양은 디자인2의 나비형상

을 기본으로 꽃문양과 유사색상을 적용하여 통일된

조화로움을 나타냈고, 기하문양을 중심으로 꽃과 나

비를 배치하여 화려한 이미지를 갖도록 하였다. 색상

은 Pantone DS180-9U/149-8U/325-2U/184-1U/C:

50, M:100을 적용하였다. 텍스타일디자인은 기본모

티브의 대칭과 회전 반복을 활용하여 전개하였으며,

넥타이디자인은 패턴1과 패턴3을 적용하고 기본 모

티브 색상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톤 온 톤 배색을

통해 화려하면서도 차분한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핸

드백디자인에는 패턴3을 전면에 배치하였고, 클러치

디자인은 윗부분에는 패턴3을 아랫부분에는 패턴2를

적용하여 변화된 이미지를 나타내도록 하였다. 원피

스디자인은 패턴3을 활용하여 패턴 일부분의 확대와

올 오버 패턴으로 조합한 것과 패턴3을 원피스 중심

에 수직 배열하여 포인트를 준 것으로 전개하였다.

티셔츠와 드레스셔츠디자인은 기본모티브의 왜곡을

통해 변화된 이미지를 나타냈으며 블랙바탕에 배치

하여 화려한 문양의 효과를 부각시키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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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세계 각국이 저마다의 고유문화를 기반으로 한 다

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활성화시키고 있

는 오늘날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디

자인 개발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조선

시대 여성 수식의 조형적 형태를 활용하여 기본 모

티브디자인을 전개하였고, 이를 활용한 텍스타일 디

자인 및 패션문화상품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

를 위해 여성 수식에 관한 문헌고찰과 함께 국내 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통 여성 수식에 대한 디자인

선호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 결과를 바탕으

로 디자인을 전개하였다. Adobe Illustrator CS3와

Adobe Photoshop CS3를 이용하였고, 여성 수식 중

뒤꽂이와 떨잠을 중심으로 기본 모티브를 전개하였

으며, 패션문화상품 디자인으로는 넥타이, 핸드백, 클

러치, 셔츠 및 원피스디자인에 맵핑하여 제시하였다.

여성 수식은 비녀, 첩지, 뒤꽂이, 떨잠과 같이 다양

한 종류만큼이나 모양, 장식, 소재 등에 따라 독특한

조형미를 나타냈다. 또한 수식에 표현된 문양 역시

다양한 식물, 동물, 기하문양, 그리고 이들이 각기 혼

합된 복합문양 등으로 각 문양의 아름다움과 함께

그 안에 내재된 상징적 의미를 통해 우리 조상들의

미의식까지도 엿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 수

식의 조형적 형태를 식물, 동물, 기하, 복합의 네 가

지 형태로 구분하였고, 복합 형태는 다시 식물과 동

물, 식물과 기하, 동물과 기하, 식물, 동물, 기하형태

가 혼합된 네 가지 형태로 다시 구분하여 총 14개의

기본모티브디자인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이에 관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각 문양별로 선호도가

높은 디자인을 선택하여 총 8개의 기본 모티브디자

인을 텍스타일디자인으로 전개하였다. 기본 모티브디

자인 개발에 주안점은 원형의 형태를 유지하되 전통

과 현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디자인으로, 그리고

패션문화상품디자인에 활용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전

개하였으며, 색상은 전통적인 이미지를 살릴 수 있으

면서도 모던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적용하였고 톤 인 톤 배색, 동일색상배색 및 그러데

이션 배색 등을 통해 통일된 조화미를 표현할 수 있

도록 하였다. 텍스타일디자인은 각 디자인별로 세 가

지 형태로 전개하였으며, 기본 모티브의 대칭, 회전,

반복, 중첩 등을 이용하였다.

넥타이디자인은 각 디자인별로 전개한 텍스타일

디자인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사선 배치하여 안정감

있고 세련된 이미지를 부각시키도록 하였다. 핸드백

디자인과 클러치디자인은 기본 모티브디자인의 일부

분을 확대배치하거나, 개발한 텍스타일디자인의 전면

배치, 또는 핸드백과 클러치디자인의 상하를 분리하

여 서로 다른 패턴의 적용 및 패턴의 방향전환을 통

해 변화된 이미지를 갖도록 하였다. 원피스디자인은

민소매의 심플한 화이트 색상을 기본으로 기본 모티

브디자인의 확대 및 왜곡, 개발한 텍스타일디자인의

전면배치, 또는 패턴의 일부분을 활용하여 문양의 이

미지를 부각시키도록 하였다. 셔츠디자인은 라운드

네크라인의 긴팔 티셔츠와 드레스셔츠로 구성하였으

며, 화이트, 블랙 및 적용 모티브 색상에 따른 그러

데이션 배색 등으로 전개하였고, 기본모티브디자인의

확대 및 왜곡, 문양의 대칭 및 비대칭, 자유배치 등

으로 구성하여 화려하면서도 장식적인 이미지를 부

각시키도록 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전통 여성 수식의 활용가치와

아름다움을 재인식할 수 있었으며, 독창적인 디자인

개발의 모티브로서 그 발전가능성이 무한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가 실물제작이 아닌 디

자인만을 제시하여 연구의 한계점임을 밝힌다. 또한

각 패션아이템에 따라 다양한 직물 소재 및 가죽, 비

닐 등을 활용함으로써 독특한 표면 질감의 변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여성 수식이 가지

고 있는 조형적 요소는 다양한 상품 아이템에 적용

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또 본 연

구에서 전개한 기본 모티브디자인과 텍스타일디자인

을 헤어장신구나 스카프 및 손수건, 각종 인테리어용

품 등 다양한 제품디자인에 적용하여 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 고유의 전통문

화는 하나의 유물이나 감상용으로의 전시를 벗어나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앞으로의 후속연구에서도

전통문화의 활용에 있어 우리 고유의 전통성을 유지

하면서도 현대적인 시각으로 세계인의 기호와 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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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맞게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세계무대에서 경쟁력

있는 디자인 전개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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