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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is implemented to shed new light on the essence of Korean sentiments, aesthetic sense and restructure 
it in modern ways. In particular, applying the current images of traditional Korean village in Jeonju to neckties 
is focused on the purpose of globalizing the industrialization of Korean traditional sceneries and Korean image 
products. Adobe Photoshop CS program was used to develop necktie designs containing the images of the traditional 
Korean village. To make artworks, the Digital Textile Printing System that is an environment-friendly printing 
method was used. Moreover, Hanji yarn fabric was adopted for them so as to use Korean materials. The total 
number of developed designs is eight and neckties for men were made by altering images of the traditional Korean 
village in modern ways.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s, required are more investment and self-development for 
proper understandings on our traditional cultural images and their development from now on. Moreover, in my view, 
customers’ desires must be met by comprehending public consciousness, trends and environments to meet customer’s 
desires. Furthermore, higher value-added products must be created by using Hanji yarn and images of traditional 
Korean villages by distributing high quality designs that will satisfy customers’ desires and psychology, producing 
small quantities of products with various designs and colors.

Keyword: Korea traditional culture(한국전통문화), DTP(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트), design(디자인), Hanji y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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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한옥 마을의 유래는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

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들이 활동 무대를 넓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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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으로 인해 이에 반발한 시민들이 한옥촌을 형성

해 일본인들의 기세를 꺾으려 했다(Ahn, 2012). 이
렇듯 정치적인 이유로 형성된 한옥촌이 21세기 지

속적인 경제적 성장을 기반으로 문화관광지로 재

탄생되었다. 이렇듯 한옥마을이 주거공간에서 문화

관광지로 변화하면서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문화적 

상품의 개발은 관광문화를 지역경제와 연결하기 위

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또한, 복잡한 21세기 현대사회는 창의성과 독창

성이 중요시됨과 동시에 화학에너지와 자원의 잘

못된 사용으로 지구의 환경 및 인류의 삶도 위협을 

받고 있다. 그로 인해 환경을 위한 디자인, 에코 디

자인, 친환경 디자인, 그린 에너지 디자인, 생태 디

자인 등이 각광받고 있는 실정이다. 에코백, 그린 

패션 디자인, 천연 소재, 재생 섬유, 친환경 에코 섬

유 등으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려는 시도가 이어

지고 있다. 이와 같이 최근 패션 산업 전반에 소비

자의 가치소비 증가로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웰빙

을 넘어 자연과 함께 발전하는 그린라이프 시대로 

변화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

하듯 국내 섬유시장에서도 한지사 소재를 활용한 

다양한 아이템들이 각광받고 있는 실정이다. 한지

사는 최근 몇 년 동안 관련 학계를 비롯하여 몇 몇 

개발자들에 의해 패션상품으로 시도되어 왔으나, ‘종
이’라는 고정관념으로 인해 실용화가 어려운 실정

이다. 한지와 섬유를 일정비율로 섞은 한지사는 현

재 친환경 소재로 가볍고 인체에도 무해하며, 황토 

수준의 원적외선이 방출되며, 향균성과 소취성 등

이 탁월하기 때문에 최근 로하스적 삶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는 신소재로 각광을 받고 있

다. 현재 한지사는 뛰어난 흡수성으로 인해 양말 등 

이너웨어 종류에서 부각을 나타내고 있다. 한정되

어 있는 한지사 활용을 더욱 높이기 위해 한지사를 

활용한 다양한 패션문화상품이 필요한 실정이다.
패션문화상품은 패션의 미적, 상징적, 문화적 차

원을 가진 상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패션문화

상품은 한 사회의 문화 정체성을 표현하는데 있어

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Kang, 20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패션문화상품을 문화상품과 관광 

상품, 패션문화상품이 결합된 집합체로 관광객이 

관광지 혹은 관광 관련 장소에서 구입하는 관광지

와 지역 나아가 국가를 대표하는 문화상품에 트렌

드를 반영한 상품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넥타이는 남성들이 자신을 어

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패션 아이템이면서, 동시

에 남성들의 복식에서 기본적인 아이템으로 비즈

니스맨의 상징이 된 만큼, 직장인들 사이에서 넥타

이의 코디네이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

다. 패션문화상품 디자인 개발에 대한 연구동향은 

2000년도 이후 선행연구를 통해 넥타이, 스카프, 티
셔츠, 가방, 파우치, 가방, 모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어왔다. 그 중 한지사는 뻣뻣한 질감과 특수

한 재질감을 표현할 수 있는 소재로써 디자인 후 

일자형으로 보여지는 넥타이의 시각적 효과와 어

우러져 발전시킬 수 있는 제품으로 본 연구에서 선

정되었다. 
본 연구를 진행한 2012년은 ‘전주 방문의 해’로

서 고색이 창연한 전통의 도시 전주의 명소들을 대

상으로 한 문화관광을 개발하였다. 전주 한옥마을

은 경기전, 전동성당, 오목대 등 함께 어우러져 있

는 관광명소로 알려졌다. 이에 조선왕조 500년을 꽃

피운 조선 왕조의 발상지로서의 전주의 풍경을 디자

인 소재로 한 패션문화상품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지사 소재에 디지털 프린

팅을 이용하여 한지사 직물의 실용화를 위한 디자

인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한지사 직

물을 넥타이 소재로 응용하여 다양한 상품디자인 

개발과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연구의 의

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전주 한옥

마을의 이미지를 디지털화하여 한지사 직물에 디

지털 프린팅을 진행하여 패션문화상품 디자인으로 

넥타이를 디자인하였다. 

II. Background

1. The concept of Hanok and Hanok Village
현재 전국적으로 한옥마을은 전북 전주뿐 아니

라 서울의 북촌, 남산골, 충북 남계리 등 다양한 한

옥마을이 관광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그 중 전주 

한옥마을은 최근 국내외 드라마에서 과거의 정취

를 느낄 수 있는 촬영지로 각광 받으면서 전주 한

옥마을에서 느낄 수 있는 여행자의 발길을 멈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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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추억여행의 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한옥의 정의는 최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의에 따라 ‘기둥 및 보가 목구조

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볏
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

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에 따른다

(Kim & Kwon, 2010). 한옥이라는 용어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거쳐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물밀듯이 들어온 서양의 새로운 건축 양식을 양옥

이라고 부르면서 그에 대응하는 용어로 생겨난 것

이다(Park, 2010). 한옥은 공간적 형태적 특성이 있

으며, 자연과의 조화, 색채 나눔에 의한 구성, 선과 

면에 의한 구성, 전이공간에 의한 구성, 개방과 폐

쇄에 의한 구성 등의 특성으로 분류된다(Nam, 2011).
일반적으로 오늘날의 한옥마을이 형성되기 시작

한 것은 전주 부성의 성곽이 훼손되고, 부성 일대

가 3차례 걸친 시구 개정과 격자형의 가로망이 정

비되고, 부성내의 중심가를 일본인이 대부분 장악

하면서 이웃한 곳에 대립적으로 한옥을 건립하며 

마을을 형성한 것이 전주 한옥마을의 시작으로 알

려져 있다(Shim, 2013). 전주 한옥마을은 전주 전통

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전주시 완

산구 풍남동, 교동, 전동 일대로서, 이곳은 전국에

서 얼마 안 되는 도시 속의 한옥밀집지역이다. 현
재 이 곳에는 약 650여 동의 한옥이 남아있는데, 오
랜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한옥을 현재

와 같은 도시 상황에 적합하도록 지속적으로 변형

시키는 가운데 오늘날에 이르러 ‘전통문화도시’로
서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2. Hanji yarn
우리나라의 종이 ‘한지(Hanji)’는 소박한 아름다

움은 물론 자연친화적인 친밀감을 느끼는 소재이

지만, 이전의 한지를 소재로 하는 기존의 연구에서 

한지는 회화작품이나 공예작품에서 주로 다루어 

왔다. 최근에는 한지의 새로운 가치를 발전시키려

는 노력과 산업화를 위한 기계화 공정으로 한지사

(Hanji yarn)가 개발되어 직물화 되면서 착용감과 통

기성 및 세탁이 가능한 실용성과 뛰어난 염색성, 손
쉬운 가공성 등으로 심미적으로 아름다운 패션제

품을 구상할 수 있어 경쟁력을 지닌 ‘한지직물’이 

대량 생산되고 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지의 종류만 해도 여러 

가지 이다. 창호지, 화선지, 색지, 순지 등 다양한 

종류의 한지가 패션문화상품을 제작하는데 사용되

고 있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더 튼튼하고 실용적

으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한지를 선별할 필요성

이 있다. 
전주 한지는 타 도시의 한지들보다 뛰어난 패션

상품화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이에 글을 적던 한

지에서 벗어나 패션쇼 의상, 스카프 등 문화상품으

로써의 매력을 뽐내고 있다. 한지사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전북의 한 업체에서는 한지 직물의 제조

를 위한 슬리팅 장치와 닥 섬유 원사 제조방법을 

2006년 특허를 출원하여 기술적 권리를 확보하였

고, 이 공정은 권취, 정경, 가호, 통경, 제직의 과정

으로 만들어지며, 한지사 제작 과정에 사용된 직기

에 의해 위사로 사용되는 모시 원사를 북에 감고, 
직기의 개구운동, 북침운동, 바디침 운동의 주 운동

으로 인해 경사와 위사가 서로 교차되면서 직물이 

제직된다(Woo, 2010). 이렇게 이미 기계화․상업화

에 도달한 한지섬유는 높은 원적외선 방사율과 암

모니아, 포름알데이드 등과 같은 환경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소취 및 항균 기능을 가지며, 의류용과 

아토피 방지를 위한 인테리어, 생활용품까지 제품

의 응용이 가능하다(Yu, 2005). 다양한 혼합의 한지

직물 중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한지직물은 한지사와 

실크사가 7:3의 비율로 직조된 넥타이 제조용 한지

직물을 사용하였다. 

3. Digital Textile Printing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Digital Textile Printing)

이란 이전 염색 방법에서 벗어나 다품종 소량생산

이 가능한 새로운 문화상품 개발 방법으로 활용되

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하여 디지털 스페이스가 발생함으로써 소비자 또

는 디자이너간의 네트워크화가 이루어지고, 소비 의

식의 향상은 고부가 가치의 상품 생산과 퀵 리스폰

스(Quick Response)를 위한 제작환경의 변화를 요

구하고 있다(Kim, 2011).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

은 손으로 그릴 수 없는 사진의 이미지나 난해한 

고품질 디자인의 프린팅이 가능하며, 원하는 대로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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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의 축소, 확대가 가능하고, 색상의 조절도 용이

하여 고부가 가치 제품의 생산에 효과적이다. 또한 

재래식 날염에서와 같은 복합한 공정의 생략으로 

소비자가 보는 앞에서 바로 프린트 할 수 있고, 기
존 날염 공정은 샘플 제작 과정에서 장시간과 고비

용이 소모되는 등 부가가치가 낮은 반면, 디지털 텍

스타일 프린팅은 빠른 생산과 소비자의 요구에 신속

히 대응할 수 있고, 다품종 소량생산이 가능한 소비

자 주도형 맞춤식 생산방식의 하나이다(Chung, 2004).
일반 날염과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의 공정을 

비교해 보았을 때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은 일반 

날염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몇 가

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디지털 날염은 짧은 

시간에 결과물을 손쉽게 볼 수 있고, 다품종 고품

질의 생산에 적합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기존의 날염기에 비해 속도가 느려 대량생

산에는 어려움이 있고, 수입에 의존하는 염료의 잉

크의 단가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국내에

서도 잉크 개발 추진 및 전처리 기술의 국내 자체 

개발 성공 등으로 기술 발전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은 기존 복잡한 날

염 공정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디지털 텍

스타일 프린팅 산업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있어, 앞
으로 우리나라 디지털 프린팅 산업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디지털 프린팅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디

자인에 다양한 컬러 바레이션 등의 다양한 변화를 

통해서 다품종 소량생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Hong 
et al, 2007).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품종 소량화 생산이 가

능한 디지털 프린팅 기법을 기초로 하여 전주 한옥

마을에서 느낄 수 있는 정취를 다양한 기법 변화와 

컬러 바레이션을 통해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III. Research Methodology

문화상품을 디자인하는 과정은 매우 다양하고 변

수가 많으며, 어떠한 변수를 갖느냐에 따라 디자인 

결과도 그 성격이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남성의 

패션 아이템인 넥타이라는 문화상품을 중심으로 

전주 한옥마을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디자인 개발을 

진행하였다. 

기본 모티브는 전주 한옥마을의 실질적인 풍경

을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 인위적인 색상 변형을 통

하여 넥타이에 맞는 디자인과 컬러로 디자인하였

다. 각 디자인 별로 전주 한옥마을을 배경으로 한 

사진자료에서 기본 모티브를 추출하고, 이를 현대

적인 느낌으로 변형시켜 8가지의 디자인을 전개하

였다. 모티브 디자인에 있어서 한옥의 느낌을 살릴 

수 있는 아이템으로 청사초롱, 전경, 한옥의 문고

리, 향교, 한옥마을의 거리, 오목대의 6가지 이미지

를 활용하였다. 넥타이의 디자인 중 에피소드 디자

인(Conversational design)은 인물이나 동물, 사물 등

의 모티브를 사용해서 이야기의 에피소드 등을 구

성하는 디자인으로 주변 여러 가지 사물들과 풍경

을 이용한 디자인을 말한다(Jung, 2006). 넥타이 텍

스타일 디자인에서 에피소드 디자인을 사용한 이

유는 현재 전주 한옥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상

적인 모습과 관광객들의 모습들이 한데 어우러져 

활기있는 분위기를 자아내는데 이를 디자인에 연

출, 투영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에피소드 디자인을 기초로 하

여 전주 한옥마을의 사진을 직접 찍어 디지털화 시

키는 실증적 디자인을 제작하였으며, 텍스타일 디

자인 기획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과 넥타이의 관련 

자료와 넥타이 디자인의 패턴으로 활용하고자 하

는 강조할 대상을 설정하여 넥타이 디자인을 개발

하였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는 포토샵 CS3 버전

을 사용하였다. 

1. Literature review on Jeonju Hanok Village 

1) Data analyses 
직접 촬영하여 편집한 전주 한옥마을의 이미지

를 응용한 넥타이 디자인 개발을 하였다. 디자인 

개발의 기초 자료로 삼아 참고하기 위하여, 한옥마

을에 대해 문헌 및 논문들을 통해 고찰하였으며, 
참고한 문헌 목록은 <Table 1>과 같다.

2) Content consideration and methods of data 
processing

고찰 내용은 전주 한옥마을의 상징적 의미, 시대



44 전주 한옥마을의 이미지를 활용한 패션문화상품 디자인 개발 복식문화연구

－ 352 －

<Table 1> Literature review on Jeonju Hanok Village 

No Author 
(Publishing year, presentation year) Used images and theoretical aspects 

1 Sin, Kwang chul (2010.10.01) Historical fact, person and philosophy of Hanok Village 

2 Kim, Min chul (2007.11.22) Contents on traditional culture and acadimec trend

3 Choi, In soo (2010.11.01) Jeonju Hanok Village and landscape

4 Kim, Dong Young (2011) Leading Hanok Village to the artistic mood with various artistic events, the 
neo-bohemians add accidental and humanistic values to the village

5 Kim, Joo-mi (2011) Color identity and analysis of Jeonju Hanok Village

6 Kim, Byung soo (2002) The history of Jeonju Hanok Village

적 변천 등을 살펴보고, 이들 내용에 대해서 요약

하고 대표적 이미지를 제시하였다.

2. Design proposals 
전주 한옥마을의 문헌적 고찰을 시행한 결과, 한

옥마을에 관한 단행본에서는 전반적인 한옥의 이

미지와 역사적 의미, 철학과 한옥에 거주했던 일반 

사람들의 이야기, 전통문화 콘텐츠에 대해 서술하

고 있다.
또한, 선행 연구들에 대해서는 전통 공간의 도심 

활성화, 한옥마을의 색채 분석, 한옥 고유의 색채 

아이덴티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명시되어 있으

나, 한옥마을의 이미지를 재구성하여 넥타이 디자

인에 응용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으므로, 이
에 본 연구에서는 한옥마을의 고유 색채이미지에 

모던한 색채와 다양한 기법들을 추가하여 넥타이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1) Design proposal methods
디자인 제안 과정은 타깃 및 콘셉트를 설정, 이

미지를 직접 촬영 후, Photoshop CS3 프로그램을 활

용해 모티브를 선정하고, 반복단위 배열, 컬러웨이

(color way)의 과정으로 디자인 작업을 실행하였다.

2) Proposed design contents and processes
디자인 작업과정은 타깃을 설정하여 한옥마을의 

라이프스타일(Kim, 2011)과 한옥 고유의 색채 아이

덴티티(Kim, 2011)를 통해 직접 촬영한 이미지에서 

모티브를 설정하여 디자인하였고, 컬러 칩 등을 제

시하였다. 완성된 텍스타일 디자인을 바탕으로 넥

타이를 제작하였다.

IV. Necktie Textile Design

1. Design direction

1) Design proposals 
우리 한옥의 선은 유연성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

다. 초가의 선은 뒷산의 모양을 닮았고, 기와의 선

은 양끝을 잡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늘어진 새끼

줄의 선을 표현한다. 그리고 처마는 후림과 조로를 

두고 용마루의 가운데를 처지게 하여 자연스러운 

형태를 나타낸다. 대상을 강렬하게 드러내 보이려

는 의지보다는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며, 평범함 

가운데서도 숨겨진 질서의 미를 발견할 수 있는 멋

과 깊이가 한옥에는 간직되어 있고, 부드럽고 조용

하여 때론 적막할 정도의 단순함도 느낄 수 있다. 
특출함이 없는 평이함의 미학, 인위적인 꾸밈이 드

러나지 않은 자연스러운 미학, 대자연의 질서를 느

낄 수 있도록 절제된 형과 화려하지 않은 색, 간결

한 선의 유기적 통일에 의한 구성 미학, 인위를 거

부하는 소박함, 조용한 가운데서 깊은 의미를 추구

하는 미학이 있으며, 대개는 문양이 없는 무채색이 

주조를 이루었다(Park, 2005).
사진 촬영, 문헌 조사, 색채 샘플 수집 등의 현장 

분석을 통하여 결론 지어진 전주 한옥마을의 색채환

경은 자연환경과 역사환경을 기반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소재를 살린 건축물로 자연과 조화

되고 가라앉은 경관색으로 형성되어 있다(Kim, 2011). 
목재나 흙으로 만들어진 한옥의 색채는 그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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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풍토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체적인 저채도의 

색조를 나타낸다. 목재 등의 자연소재는 시간이 지

남에 따라 부드러운 색조로 변화하며 채도가 낮아

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전통공간 측색 결과, 사용

빈도가 높은 YR(옐로우 레드) 계열의 저채도 난색

계열 색영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자연의 많은 부분

을 차지하고 있는 흙, 돌, 나무 등의 색과도 일치한

다(Kim, 2011). 
이상의 전주 한옥마을의 문헌적 고찰을 한 결과, 

한옥 고유의 선이나 단순하면서도 간결한 미학 등

은 한국 고유의 전통미를 드러내는 것으로 결론지

어진다. 또한 인위를 거부하며 소박하고 고요하면

서도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한옥의 순수함과 청명

함을 의미하고 있어 이러한 의미를 넥타이 디자인

의 모티브 소재로 선정하였다.

2) Target
넥타이 텍스타일 디자인의 타깃을 20~30대로 설

정하였다. 이들 20~30대의 연령층은 일반적으로 전

통적인 한옥과 전통의 색채를 고리타분하게 여겨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20~30대가 선호할 수 

있도록 강렬한 색채를 적절히 가미하여 모던함을 

이끌어내도록 재해석하였다. 

3) Concept
넥타일 텍스타일 디자인의 콘셉트는 “안락과 도

전(Comfortable & Challenge)”이다. 앞으로 개척해 

나가야 할 삶과 그 삶을 영위해 나가야 할 20~30대
가 우리 고유 전통의 삶에서 느낄 수 있는 편안함

과 그 편안함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다가올 

미래에 도전한다는 의미에서 디자인 콘셉트를 “안
락과 도전”으로 설정하였다. 전주 한옥마을의 자연

친화적인 고유의 색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모

던함과 위트를 주려 하였다.

2. Design development

1) Necktie designs using street pictures of the 
traditional Korean village

넥타이 디자인-1은 한옥마을의 거리에 배치되어 

있는 솟대느낌의 전봇대에 달린 청사초롱의 이미

지를 블랙 계열과 그레이 계열의 모노 톤과 전통의 

기본적인 색상인 옐로, 레드 색상을 여러 가지 색

채 변화를 통해 삽입함으로써 모노 톤 특유의 밋밋

함과 단조로움을 피해 활력을 더하려 하였다. 추출

한 부분을 상하, 좌우 반전을 통해 다층적인 각도

에서 보이도록 연출하였고, 하나의 문양으로 보이

도록 하여 현대적인 감각의 세련미를 더하면서, 솟
대의 느낌을 주는 전봇대와 청사초롱의 장식에서 

모티프를 얻어 디자인하였다. 강조하고 반복할 수 

있는 부분을 원 리피트시켜 전체적으로 변화시키

고, 원 리피트 후 구성되는 주요 컬러는 브라운, 블
랙, 화이트 컬러가 사용되었다. 어둡게만 보일 수 

있는 전체적인 컬러를 바탕으로 청사초롱에 컬러 

블로킹이 된 레드와 블루 컬러가 악센트가 되었다

고 할 수 있다. 레드는 브라운 계열과 연계될 수 있

으면서도 작지만 강한 악센트를 주며 디자인에 생

기를 주도록 디자인하였다. 모티브의 전체적인 느

낌은 편안하지만, 각각의 컬러가 컬러 블로킹되면

서 강렬한 느낌을 가미하여 20~30대의 도전정신을 

표현하려 하였다. 

2) Necktie designs using the panorama of the 
traditional Korean village viewed from Omokdae 

넥타이 디자인-2는 오목대에서 지켜본 한옥마을

의 전경을 단순화한 작업으로 시작하여 여러 개의 

레이아웃을 겹쳐 전체적인 컬러를 변화시킴으로써 

다양한 컬러감과 그 다양한 컬러 속에서 이루는 조

화를 보여주려 하였다. 전경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단순화하는 작업에 집중하였고, 그 변화시킨 이미

지를 차이와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배치시켜 반

복효과를 효과적으로 나타내어 정리되지 않은 듯 

한 불균형적인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보았을 시에 

완벽한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다. 오목대 지붕의 기

와가 규칙적으로 배열된 것에 모티프를 얻어 스트

라이프를 추가하여 디자인하였고, 전체적으로 그린

과 블루가 섞인 컬러를 베이직으로 하여 다른 컬러

들과 조화를 이루게 하면서 넥타이의 컬러를 구성

하였다. 스트라이프가 전체적인 구성을 이루면서 

기와의 지붕과 30도로 사선으로 교차되면서 부조

화 속의 조화처럼 통일을 이루도록 하였다. 악센트 

컬러로는 옐로우 기운이 섞인 올리브 컬러와 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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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sign-1 & 2 (original image, motive and color chip)

Number Original image Motive Color chip

Design-1

Design-1 using both blue and red colors allows sensing dynamics of the images.

Design-2

Design-2 using blue and olive green colors together has a color image rendering modern and light sensations, 
being used to re-interpret the images of the traditional Hanok street with modern feelings. 

트 컬러가 사용되어 차가울 수 있는 컬러감에 따뜻

한 느낌을 불어 넣었다. 따뜻한 컬러감에 한색 계

열인 블루, 그레이 계열을 매칭시켜 한옥의 거리 

풍경을 모던하게 재해석한 것은 20~30대의 세련미

를 나타내기에 적합하다.

3) Necktie designs using images of Omokdae

넥타이 디자인-3은 전주 한옥마을에 위치한 ‘오
목대’의 이미지를 이용한 디자인이다. ‘오목대’는 왜

구 토벌 후, 연회를 열었던 곳으로서 의미가 큰 곳

이다. 연회의 느낌과 분위기를 청색 계열로 나타내 

보았는데, 여기서 사용된 청색은 두 가지 의미로 해

석할 수 있다. 첫 번째 의미로의 청색은 불우함과 

권력의 상징성을 나타내는 색으로써의 의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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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sign-3 (original image, motive and color chip)

Number Original image Motive Color chip

Design-3

Design-3 using blue as a main color renders modernity and added pink adopts active and buoyant feelings.

강직하면서도 직선적인 면모를 지닌 수직선을 넣

음으로 그 깊이를 연출하였다. 또한 두 번째 의미

로의 청색은 시원함, 지성, 순수함, 남성성을 드러

내는 것으로 일반적인 넥타이의 의미를 포함시켜 

넥타이 고유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강직하면서도 

직선적인 느낌에 초점을 둔만큼 오목대의 처마에

서 모티프를 얻어 원 리피트 시킴으로써 디자인에 

곧은 느낌을 더하였다. 컬러 또한 차가우면서도 따

뜻한 느낌을 동시에 주는 블루 기운이 도는 그린 

컬러를 사용하였다. 액센트 컬러 또한 자연스럽게 

융화될 수 있도록 브라운과 베이지 컬러에 핑크 컬

러를 약하게 넣음으로써 커다란 이질감이 없도록 

삽입하였다. 중성색인 핑크 컬러는 어떤 컬러에도 

어울린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20~30대의 

유쾌함과 위트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4) Necktie designs using natural environments 
of the traditional Korean houses

넥타이 디자인-4는 향교를 부드럽게 화이트, 브
라운, 베이지 계열을 이용하여 톤 온 톤 배색을 통

해 친숙한 분위기로 안락함을 도출시키려 하였다. 
세 가지의 색상이 밸런스를 이루며 조화를 나타냄

으로써 커브를 이용한 콘트라스트 조절로 새로운 

분위기를 연출하여 부드러움을 강조하였다. 전반적

으로 부드러움이 강조된 가운데 나뭇가지를 전면

에 배치시켜 부드러움 속의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극대화시키려 하였다. 전체적인 컬러로는 투명한 

기운이 도는 블루(혹은 스카이) 컬러와 나뭇가지에 

버건디 컬러를 첨가시켜 컬러를 극대화시켰다. 다

양하고 많은 컬러들이 삽입되었는데, 특히 브라운

과 그린 컬러가 교차되는 느낌으로 컬러 블로킹된 

부분이 악센트라고 할 수 있다. 하늘의 색상을 그

대로 살리면서 유연함과 자연스러운 느낌을 동시에 

준 것은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며, 평범함 가운데

서도 숨겨진 질서의 미를 발견할 수 있는 멋과 깊

이가 한옥에는 간직되어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5) Necktie designs using images of the Hyan-
ggyo (confucian temple)

넥타이 디자인-5는 생도를 교육하던 기관인 향

교를 재해석한 것인데, 이지적인 느낌을 강조하려 

하였다. 모던한 느낌의 회색조에 이지적이면서도 

잘 어우러지는 퍼플, 블루 계열을 대표적으로 삽입

하여 향교의 느낌을 그대로 살려 전반적으로 도시

적인 분위기로 디자인하였다. 전통과 현대의 새로

운 결합과 색채 변화의 재해석으로 세련된 이미지

를 도출시켰다. 햇빛이 비쳐 형성된 빛의 파장이 

달과 같은 형상을 만들어내서 특징을 이루는 부분

을 원 리피트 시켜 디자인하였다. 사용된 컬러는 

대체적으로 모노 톤인 그레이 톤들이 전체적인 조

화를 이루면서 모던한 분위기를 연출시켰다. 악센

트 컬러로는 퍼플 컬러가 삽입되어 달의 형상 같은 

부분에 포인트를 주었다. 원본은 낮을 연출하고 있

지만 전체적인 분위기와 컬러는 완벽하게 밤을 구

축시킴으로써 향교의 지적인 느낌에 모던함을 연

출하였다. 정적인 컬러인 그레이 컬러를 활용한 것

은 조용한 가운데서 깊은 의미를 추구하는 한옥의 

미학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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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esign-4 & 5 (original image, motive and color chip)

Number Original image Motive Color chip

Design-4

Design-4 is to express rough and modern impressions by saving the sky color as it is. 

Design-5

Design-5 adopting a grey tone which is a highly reliable and static color expresses a stately ambience.

6) Necktie designs using streets of traditional 
Korean village and tourists as they are

넥타이 디자인-6은 한옥마을의 가장 활발하며 생

동감이 넘치는 거리를 중점으로 하여 이미지의 일

정부분을 한 면으로 분리시켜, 분리된 면에 색채 

변화와 상하 반전, 좌우 반전을 통하여 새로운 공

간구성을 표현하였다. 여기서 상하 반전, 좌우 반전

을 시킴으로써 하나의 동일한 끝 점이 한 점에서 

만나 단순함을 덜함과 동시에 넥타이의 끝부분에 

반복적인 이미지를 배치시켜 무게감을 주려고 하

였다. 무게감을 부여하여 중점을 둔 부분을 부각시

킴과 동시에 단조로움을 피해 새롭게 재해석된 깊

이를 연출하려 하였다. 전통적인 건물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배경을 확대 후 로테이션시킨 부분을 원 

리피트시켜서 디자인하였다. 많은 컬러 변화는 주

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면서 평화로운 

분위기를 연출시키려 하였다. 20~30대의 연령층은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한옥과 전통의 색채를 고리타

분하게 여겨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20~30대
가 선호할 수 있도록 간결한 색채와 공간구성을 통

하여 모던함을 이끌어 내려 하였다.

7) Necktie designs using streets of traditional 
Korean village and tourists as they are

넥타이 디자인-7은 넥타이 디자인-6에서 사용한 

이미지와 동일한 이미지를 사용하였는데, 디자인-7 
또한 젊은 층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색상배치를 통

해 색채 변화를 주면서 세미 캐주얼 복장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디자인-6과 같이 상하, 
좌우 반전을 통하였으나, 다양하면서도 색다른 재

배치를 하여 전통적인 거리의 이미지에서 추상적

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경쾌함, 활발함 그리고 생

동감을 모던한 느낌이 나는 스트라이프를 가로로 

삽입하여 무게를 주어 분위기를 상승시키려고 하

였다. 컬러로는 전체적으로 핑크와 옐로우 기운이 

섞인 브라운이 크게 컬러 블로킹이 되면서 활기찬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중간 중간에 버건디나 블랙 

컬러를 삽입하여 무게감을 더하여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또한 핑크와 옐로우 계열의 

스트라이프는 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므로, 20~30
대가 선호할 수 있도록 강렬한 색채를 가미하여 모

던함을 이끌어 내려고 하였다. 

8) Necktie designs using doorknobs
넥타이 디자인-8은 한옥건물의 가장 기본적이

면서도 장식적인 요소를 함축하고 있는 문고리를 

이용하여 전통 가옥의 단아함을 노이즈 효과를 

주어 추상적이며 장식적인 모노크롬 화면으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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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esign- 6 & 7 (original image, motive and color chip)

Number Original image Motive Color chip

Design-6

Design-6 peaceful atmosphere is directed to render overall harmony without major color changes on the 
separate side by separating specific parts of the image. 

Design-7

The ambience is refreshed by inserting pinky and yellowish stripes and the center of the design is balanced 
by adding heaviness of the brown color. 

출하여 디자인하였다. 노이즈 효과로 생성된 모

노크롬으로 인하여 자칫하면 다각적인 측면으로 

비춰지게 되어 단아함을 잃을 수 있는 부분에 있

어서 이미지의 중심이 하단에 이르도록 하여 균

형을 주려고 하였다. 여기서 대두되고 있는 모노

크롬의 느낌은 서양화 작가인 진영선 작품의 프

레스코 모티브를 추출하여 동서양의 조화를 꾀하

려고 한 것이다. 문고리의 원본을 확대시켜 로테

이션시킨 결과물을 원 리피트하여 넥타이 디자인

을 하였다. 전체적인 컬러는 브라운 계열로 삽입

하여 노이즈 효과로 생긴 모노크롬을 거칠게만 

느껴지지 않도록 중화시켰다. 다가올 미래에 도

전한다는 의미에서 문고리를 디자인 모티브로 

삼았으며, 전주 한옥마을의 자연친화적인 고유

의 색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모던함을 주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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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Design-8 (original image, motive and color chip)

Number Original image Motive Color chip

Design-8

The doorknob image grounded on the brown color is to naturalize the rough impression of the surface

3. Manufactured products
넥타이의 제조는 천의 재단부터 시작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의 구성요소에 반복적인 패턴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재단 시 하나 하나 염두에 

두어 제작하여야 한다. 재단은 정확히 45° 정 바이

어스로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넥타이를 양쪽

으로 당겼을 때 뒤틀리는 느낌이 들고 올바른 형태

<Table 7> Fashion-cultural products using the images of traditional Korean Village

Design 1 Design 2 Design 3 Design 4

Design 5 Design 6 Design 7 Design 8

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넥타이의 제조

과정을 염두에 두고 8가지 디자인을 제작하였으며, 
제작된 디자인은 <Table 7>과 같다. 

V. Conclusions and Suggestions 

오늘날 우리나라는 오천년 역사를 이어오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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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세월만큼이나 유구한 고유의 전통과 문화유산

의 정통성을 뒤로 한 채 서구 문명에 의존해 오고 

있다. 물론 서구문명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풍요로

움을 가져다주기도 하였으나,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만의 독특하고 세련된 고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과 그

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지출이 늘어나고 있

지만,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문화관광 상품이 

장식적인 용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꾸준히 늘

어나고 있는 한지사 상품의 수요량에 비해 아직은 

한지사 상품의 다양한 패턴 개발 및 활용이 부족하

다는 사실에 기인하여 우리 전통의 한옥마을에서 

이미지와 사진을 한지사 직물에 접목하여 텍스타

일 패턴을 디자인하고 그것을 이용한 관광 상품으

로 판매될 수 있는 패션제품을 제작하고자 하였다. 
본 디자인의 주요 모티브는 한옥마을의 거리와 

자연과의 조화, 한옥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문양의 

특징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새롭게 해석하여 관광

명소를 찾고, 선물용으로 넥타이를 구입할 수 있는 

20~30대 젊은 층을 상대로 적용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

적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한옥뿐 아니라 지역적 문화정체성 정립을 

위한 디자인 개발이 시급하다. 풍부한 문화자원을 활

용하여 디자인 개발에 적극 활용하고 문화유산을 

첨단과학기술 및 디자인과 접목시킴으로써 전주를 

상징하는 지역 이미지를 느낄 수 있는 제품 개발이 

급선무인 것이다. 즉, 전주만의 차별성 있는 제품과 

디자인으로 문화상품 개발을 진행하여야 한다. 
둘째, 현재의 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 개발이 이

루어져야 한다. 패션문화상품의 아이템 중에서도 

넥타이, 스카프, 가방 등의 아이템은 어느 판매장에

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용품이다. 이러한 아

이템은 문화적 요소가 반영되었다 하더라도 트렌

드가 반영되지 않으면 소비자에게 매력적인 상품

으로 가치를 상실하게 되므로 전통문화 이미지에 

현재의 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 개발이 필요한 실

정이다. 
셋째, 세련된 디자인과 함께 사용의 편리성을 추

구해야 하며, 중저가 가격대의 상품을 개발하여 제

품의 대중화를 추구하여야 한다. 디지털 프린팅은 

다품종 소량생산의 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대량생

산된 제품보다 단가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거기

에 한지사라는 특수소재까지 접목되면서 문화상품

의 단가가 특수선물용 이외의 생활용품으로 구매

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소재 및 제품 개발 

방법들의 변형을 통해 소비자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중저가의 제품 생산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액세서리 텍스타일 디자인은 패션의 

창의성과 차별화를 위해 복식의 기능적 측면보다 

복식의 디자인적 요소인 패션성이 강조되며, 남성 

복식조형의 주요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넥타

이 디자인에서 패턴디자인의 표현성이 중시되고 

있으며, 한지사 제품을 활용한 상품 디자인에서 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

한 실정이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모티브를 얻은 한옥 넥타이 

패턴은 시대와 계절의 구분 없이 다양하고 폭 넓게 

사용될 수 있으며, 화려한 장식성, 율동미와 상징성

을 활용하여 젊은 층의 캐주얼 패션에도 코디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한옥

의 이미지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고 있는 다른 관광 문화지들을 활용하여도 

전통을 알리면서 현대적인 감각으로 접근할 수 있

는 패션상품들이 더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아름다운 한국의 관광지와 

한지사라는 한국 고유의 소재를 활용하여 다양한 

텍스타일을 디자인하고, 이렇게 개발된 디자인을 

이용한 한지사 패션상품들을 구매와 판매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디자인 및 제품 제작에서 부

족한 점을 보완할 향후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

어야 할 것이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제작된 넥타이 상품에 대한 

실질적인 소비자의 인식을 활용하고, 선물용 또는 

자신이 직접 착용할 목적 등 목적별 구입 의도를 

파악하여 본 연구에서 나타난 디자인의 실질적인 

마케팅적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전주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전주 한옥마을로 제한

되어져 있다. 이에 국내의 다양한 한옥마을의 특색

을 가진 문화상품에 대한 디자인적 후속연구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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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실정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작된 넥타이는 디지털 프린

팅과 한지사를 활용하였기에 실질적인 판매금액이 

일반 넥타이보다 비싼 실정이다. 이에 실질적으로 

구매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매환경 활성

화를 위한 디지털 프린팅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추후 본 상품에 대한 실질적인 관광

상품으로서의 구매의도 및 실용화 가능성에 대한 양

적 연구방법론에 의한 연구를 지속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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