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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ink traditional patterns to man's fashion goods design. 

Of all the traditional patterns, the bat pattern was chosen for use during the development 

of a man's fashion goods design as like as neck-tie, pocketchief and scarf. This study is 

based upon document searches, including research papers. Thought these searches, it 

investigates the form of traditional bat patterns, tessellation which can be found easily in 

the Islamic culture as well as in tile and carpet patterns and a modern painting by Gustav 

Klimt(1862-1918). Based on this investigation, the study attempt to modernize the bat 

pattern and apply the neck-tie, pocketchief and scarf. The design procedure includes three 

sub-processes: selection, arrangement and color-scheme. In conclusion, six designs of 

man's fashion goods were created by using one of Korea's traditional patterns - the bat 

pattern. Therefore, this study offer invaluable suggestions for multifaced research on how 

to come up with design concepts which apply Korea's traditional patterns to Man's fashion 

goods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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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1세기는 새로운 3D(digital, DNA, design)의 시

대1)라고 일컫는 것처럼 현대사회에서 디자인은 다양

한 분야에서 막대한 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디자인은 다른 상품과 차별화 되는 창의적 요소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독창적 디자인 개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현대사회는 

다양한 제3세계의 문화를 수용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의 향으로 전통문화를 모티브로 하는 디자인 개발

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세계 유명 디자이너들이 파리, 뉴욕, 런던 등에서 

발표한 작품이 실려 있는 COLLECTION(서울: 동아

TV)을 살펴보면,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나 요

지 야마모토(Yohji Yamamoto), 상하이 탕(Shanghai 

Tang), 비비안 탐(Vivienne Tam) 등 일본과 중국의 

유명디자이너나 브랜드의 작품에서 자국의 문양이나 

민속복 등을 모티브로 한 다양한 디자인을 찾아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이상봉이나 문 희 등도 글

자나 문양, 민속복 등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을 세계 

컬렉션에 발표하고 있다. 이처럼 자민족 문화의 전

통적 요소는 독창적 아이디어 제시에 좋은 소재일 

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도 하다. 따라서 각국의 디자이너들은 자국의 전통

문화를 모티브로 한 다양한 디자인 개발을 계속 시

도해오고 있다. 

  전통문양은 전통 요소 중 하나로서 사물의 표면에 

여러 가지 형상을 장식하는 것으로 그 형태가 미적

으로 우수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차별화된 조형미를 

나타내며 디자인 소스로 활용할 수 있는 폭이 넓기 

때문에 자국문화의 경쟁력을 도모하기에 적절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통문양의 자원적 가치의 중

요성을 깨닫고 이를 모티브로 남성 패션상품 디자인

을 개발하고자 한다. 

  문양 종류의 선택에 앞서 강민정, 조진숙의 ‘전통

문양 활용에 관한 기존연구 분석’을 살펴보면, 기존

연구에서 디자인 모티브로 활용된 전통문양은 식물

문양이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었고 동물문양은 비교

적 사용빈도가 낮았다고 하 다.2) 이에 다양한 문양 

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동물문양에 관심을 갖고 

여러 종류의 동물문양을 살펴보았으며 그중에서도 

남성 이미지와 잘 어울릴 것으로 사료되는 박쥐문양

을 선택하 다. 

  박쥐문양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심미숙의 

‘박쥐문을 이용한 식기 개발 연구’3)와 이정은의 ‘조

선시대 박쥐문양을 응용한 자수 모자디자인 연구’4), 

정성일의 ‘전통 박쥐문양을 응용한 모자 디자인 연

구’5), 김남엽의 ‘한국 전통문양의 재조명과 컴퓨터를 

응용한 산업 목공예품 개발에 관한 연구’6), 그리고 

강휘욱의 ‘박쥐를 응용한 장신구디자인 연구’7) 등 

식기와 목공예품 등의 생활용품 분야와 모자 및 장

신구에 관한 연구 등이 있었다. 또한 전통문양을 모

티브로 한 선행연구들의 문양 전개 방법을 살펴보면 

단독무늬나 단순배열방법을 주로 사용하 다. 따라

서 문양 전개 방법을 좀 더 다양하게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이슬람문화의 건축물 타일이나 카

펫 등에 도형 배치방식으로 널리 사용되었던 테셀레

이션(tessellation) 기법을 문양 배치 방법으로 활용

하여 남성 패션상품 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한다. 남

성 패션상품 디자인은 현대인들이 즐겨 착용하는 남

성 정장의 넥타이와 포켓치프, 그리고 정장과 캐주

얼까지 그 활용범위가 넓은 스카프 등 세 가지 상품

을 중심으로 개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이론적 연구로 문헌과 선행연구 등을 

통하여 우리조상들의 생활전반에 나타난 전통 박쥐

문양의 형태, 테셀레이션 기법 그리고 색채배색을 

위하여 대표적 현대화가인 구스타프 클림트(Gustav 

Klimt, 1862-1918)의 작품에 대하여 고찰하 다. 실

증적 연구로는 문헌 및 선행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이론을 바탕으로 박쥐문양 모티브의 테셀레이션 패

턴을 개발하여 넥타이, 포켓치프, 스카프 등의 남성

패션상품을 디자인하 다. 디자인 결과는 컴퓨터 시

뮬레이션에 의한 가상제작으로 제시하 다. 

  이러한 전통문양 활용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연구는 전통문양 활용에 대한 자원적 가치와 현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를 통해 패션에 전통과 문화적 인식을 포괄

하고, 여기서 비롯된 디자인을 통하여 국제적으로 

민족고유의 미를 널리 알리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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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전통 박쥐문양의 의미와 형태

  박쥐는 수백만 년 전부터 인류보다 먼저 지구상에 

존재하여왔다. 새처럼 날아다닐 수 있는 유일한 포

유류인 박쥐는 중국에서 박쥐의 한자음인 편복(蝙

蝠)과 행복을 뜻하는 복(福)이 동음인 연유에서 복, 

부, 장수, 평화를 나타내는 길상(吉上)을 상징하 다
8). 명나라 때부터 박쥐를 문양으로 제작하여 사용하

으며 명나라 말기와 청나라 초기에 비로소 서민들

에게 확산되어 사용되었다.9) 한자문화권인 우리나라

에서도 박쥐문양은 길상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에

는 17세기 중엽, 청나라 때에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

며 우리의 토착문화인 오복(五福)사상과 결합하여 

급속도로 민간에까지 전파되었다.10) 오복이라 함은 

다섯 가지 복을 말하는데, 제 1복은 목숨 수(壽), 제 

2복은 부유할 부(富), 제 3복은 심신의 편안함을 기

원하던 강녕(康寧), 제 4복은 도덕을 지키는 것을 

낙으로 삼는 유호덕(攸好德), 제 5복은 명대로 살다

가 편안히 죽음에 이르는 고종명(考終命)이다. 박쥐

를 쌍으로 사용한 쌍형은 쌍복을 의미하고, 다섯 개

를 배치시킨 군형은 오복을 의미한다. 이러한 길상

의 의미 때문인지 박쥐문양은 의복 및 장신구, 건축

물 및 가구, 기타 생활용품 등 다양한 분야에 나타

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5년부터 전통문양을 산

업적 디자인소재로 활용 할 수 있도록 문양에 관한 

DB를 인터넷에 구축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

시하는 박쥐문양은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웹사이트 

문화포털11)에서 수집한 자료임을 밝힌다. 

 1) 의복 및 장신구의 박쥐문양 

  전통 박쥐문양은 여러 의복에 사용되는 직물에 금

박, 자수 등으로 표현되어 나타났다. 국립민속박물

관소장의 저고리를 살펴보면, 장수를 상징하는 수

(壽)자문을 중심으로 복을 상징하는 박쥐문 5개가 

둥근 원형으로 배치되어있다. 장수와 오복을 기원하

음을 알 수 있다. 박쥐문양의 형태는 좌우 대칭형

으로 날개 끝부분이 몸통을 향해있다. 국립민속박물

관소장의 광복이후 사규삼(四揆衫)을 살펴보면, 깃과 

소맷자락에 희(喜)자를, 섶에는 효제충신(孝悌忠臣)

과 인의예지(仁義禮智), 앞길에는 화풍감우(和風甘

雨)와 서일상운(瑞日祥雲), 도련에는 수복강령(壽福

康寧) 등의 글귀와 사이사이에 원형의 수(壽)자를 배

치하 으며 앞길 가장자리의 모서리에는 삼각형 형

태의 박쥐문양을 금박으로 표현하 다. 사규삼은 조

선시대 남자아이의 상의로 길상의미의 문자를 통해 

부모의 자식에 대한 희망과 장수, 복을 기원하는 우

리 문화를 엿볼 수 있다. 박쥐문양의 형태는 좌우 

대칭형으로 날개의 끝부분이 몸통을 향해 말려있다. 

조선시대의 여인들은 노리개, 가락지, 향갑 등을 장

식적 용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원과 의미를 담아서 

사용하 다.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의 박쥐삼작

노리개는 은으로 만든 노리개로 몸통을 박쥐형태로 

디자인하여 복을 기원하 다. 또한 박쥐는 강한 번

식력의 동물이기 때문에 여인에게는 다산(多産)과 

득남(得男)의 상징으로12) 행복과 다산을 기원하 음

을 알 수 있다. 몸통부분을 황색으로 채색하 으며 

날개의 끝부분은 꼬리부분과 연결되어 둥근 형태를 

이루었다<Table 1>. 

 2) 건축물 및 가구의 박쥐문양

  건축물에서 박쥐문양은 주로 지붕장식이나 사찰의 

내부 채색장식에 많이 나타났다. 조선조의 건축물 

수원 화성 여민각(與民閣)의 편액 염우판(廉遇板)에 

나타난 박쥐문양을 살펴보면 머리와 몸체는 안으로 

둥글린 여의두문(如意頭紋) 모양으로 장식한 것이 

특징이며 박쥐문은 머리의 반대방향으로 펼쳐진 형

상을 하고 있다. 염우판은 현판의 모서리를 나타나

는 장식판재로 건물의 현판까지도 복을 기리던 우리

의 문화를 알 수 있다. 박쥐문양은 건축물 뿐 아니

라 장롱, 문갑, 경대, 함 등 다양한 가구류에도 사용

되었다. 목포 자연사 박물관 소장 19세기 조선시대

의 이층장을 살펴보면 여닫이문 모서리에 박쥐문양

의 쇠장식이 부착되어있다. 가족의 장수와 복을 기

원한 것이다. 특히 성신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의 경

대에 나타난 손잡이의 박쥐문양의 경우 현대의 배트

맨 문양과 그 형태가 유사한 것이 매우 특이하 다. 

이처럼 가구에서 보이는 박쥐문양은 표면장식뿐 아

니라 손잡이와 이음새 등 다양한 부위에 사용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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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 특히 건축물과 가구의 이음새 모서

리 등에 나타난 박쥐문양은 배치부위의 사각 모서리 

특성상 직삼각형 형태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다

<Table 2>.

 3) 기타 생활소품의 박쥐문양

  의복과 장신구, 건축물과 가구 외에 기타 생활소

품에서도 박쥐문양이 나타났는데, 모두 사용자와 가

족의 행복을 빌고자 한 의도는 비슷하다. 남대학

교박물관 소장의 보자기를 살펴보면 가운데 둥근 꽃

<Table 1> Bat patterns from clothing and accessory 

Article Clothing and accessory Expend of the bat pattern

Jacket 

from National Folk Museum

Jacket 

from National Folk Museum

Pendants with triple 

ornaments

from Sookmyung Woman's 

University Museum

<Table 2> Bat patterns from building and furniture

Article Building and furniture Expand of bat pattern

Yumupan 

from 

Yumingak Suwon 

mirror

from Sungshin Woman's 

University Museum

을 장식하고 상하와 모서리에 박쥐문양을 장식하

다. 가운데 둥근 꽃 부분 위아래의 박쥐문양은 둥근 

원을 위아래에서 감싸듯 반원형의 형태를 보이고, 

사방의 모서리에 배치된 박쥐문양은 모서리 부분의 

특성에 맞도록 직각이등변 삼각형 형태의 박쥐문양

으로 나타났다. 이 보자기에 나타난 박쥐문양은 그 

형태가 추상화되어 유연한 곡선으로 이어져 있는 것

이 특징이다. 전주 한지박물관 소장의 갓 함에는 바

닥면 중심부에 태극문을 배치하고, 나비문양이 상하

좌우로 4개가 장식되었으며, 그 사이로 박쥐문양 4

개가 장식되었다. 박쥐문양과 나비문양 모두 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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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보다는 면적인 요소가 강하여, 마치 도장을 찍

은 듯하다. 이처럼 박쥐문과 나비문은 함께 사용된 

사례가 많았으며, 나비는 즐거움과 행복의 상징으로 

박쥐문과 더불어 다복한 삶을 기렸다. 전남대학교박

물관의 귀이개 뒤꽂이를 살펴보면, 귀이개에 박쥐문

양을 음각으로 장식하 는데. 귀이개의 긴 형태를 

따라 박쥐의 날개가 양 옆으로 길게 편 형태로 나타

났다. 국립민속박물관 소장의 연(鳶)에 나타난 박쥐

문양을 살펴보면 비교적 박쥐의 실제 형상과 흡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전의 박쥐문양이 생략된 형

태나 기하학적 추상형태가 많았다면, 광복이후 제작

된 이 연에서는 사실적 형태에 가깝게 나타났다. 이

는 광복이후 시대상 여러 문헌이나 그림, 사진자료 

등 다양한 정보에 의해 대중들에게 박쥐의 형태가 

인식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Table 3>.

  이와 같이 박쥐문양은 의복과 장신구, 건축물과 

가구, 기타 생활소품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서 나

타났다. 박쥐문양의 형태는 박쥐의 형태적 특성상 

날개와 몸통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형태가 많았으

며 사용 용도에 따라 생략된 형태에서 사실적 형태

까지 다양한 양상을 보 다. 특히 의복 직물의 금박

<Table 3> Bat patterns from daily necessaries

Article Daily necessaries Expand of the bat pattern

Pojagi

from Yeungnam University 

Museum

Hat box

from Jeonju Hanji Museum

Earpick 

From Chonnam University 

Museum

Kite

from National Folk Museum

과 건축물, 가구 등에서는 가장자리에 장식적 용도

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가장자리 장식으로 

사용될 경우 다수가 삼각형의 형태를 보 다.

  2. 테셀레이션(Tessellation)

 1) 테셀레이션의 유래

  테셀레이션은 라틴어 'tessella'에서 유래되었는데, 

이는 고대 로마시대 모자이크(mosaic)에 사용되던 

작은 정사각형 모양의 돌 또는 타일을 의미한다.13) 

테셀레이션은 기원전 4세기경 이슬람 문화의 건축물

의 타일장식, 융단, 퀼트, 옷 등에 나타났다. 그들은 

알라신이 어떠한 중재자나 성직자 없이도 직접 숭배

할 수 있는 존재라 믿었으므로 성소 내외부에 어떠

한 성인이나 성직자의 조각이 들어설 필요가 없었

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향으로 생명체의 조각적 

표현이 극도로 억제됨에 따라 기하학적 도형과 선을 

이용한 테셀레이션이 상대적으로 발전하 다.14) 따

라서 이슬람 예술가들은 기하학을 도식화하여 이동

과 반복으로 끝없이 연장되는 장식체계를 만들어내

는데 심혈을 기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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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셀레이션의 대표적인 예는 무어인과 아랍인들이 

건축물 장식에 사용한 복잡한 기하학적 패턴이다. 

13세기 스페인 그라나다에 지어진 아라베스크 양식

의 알람브라 궁전(Alhambra)은 대표적인 예로 대리

석 타일장식의 다양한 테셀레이션은 아름답기로 유

명하다<Figure 1>. 알람브라 궁전 외에도 17세기 

터키의 톱카피(Topkapi) 궁전과 이탈리아 베니스의 

성 마크 바실리카 성당(St. Mark’s Basilica)의 테셀

레이션도 유명하다.15) 이탈리아의 로마네스크 양식

의 건축에서도 테셀레이션 장식이 다수 발견되었다. 

로마 산 조반니 인 라테라노 성당(San Giovanni in 

Laterano) 중정의 모자이크나 산 체사레오 성당(San 

Cesareo)16)<Figure 2>, 산 로렌초 푸오리 레 무라 

성당(San Lorenzo fuori Ie Mura) 등이 있다.

  예술분야의 대표적인 테셀레이션 작품은, 네덜란

드 화가인 모리츠 코르넬리스 에셔(M.C. Escher, 

1898-1972)의 작품으로 그는 초기에 주로 다루던 

<Figure 1> Palace of Alhambra, 13c

- http://startree.blog.me/140099344263

<Figure 2> San Cesareo,

- Fomation & Color, p.210

<Figure 3> M.C.Escher, Two Birds, 1938

- http://www.mcescher.com

<Figure 4> Victor Vasarely, DuoⅡ, 1967

- http://www.mgk-siegen.de

풍경화에서 벗어나 1936년 무렵부터 기하학적인 패

턴, 공간 환 , 현실적이면서 동시에 초현실적인 묘

사를 통한 작품발표를 이어왔으며, 이로 인해 수학

적 변환을 이용한 테셀레이션 작품세계를 구축하

다. 그는 알람브라 궁전을 두 차례 이상 방문한바 

있기에 알람브라 궁전은 큰 감이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17) 그는 삼각형이나 사각형 같은 단순한 도

형들을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 물고기, 도

마뱀, 새 등 형태가 복잡한 형상의 테셀레이션을 통

해 작품을 만들었다<Figure 3>.18) 그 외에도 빅토르 

바자렐리(Victor Vasarely, 1908-1997)<Figure 4>와 

브리짓 라일리(Bridget Riley, 1931-현재)와 같은 옵

아티스트(optical artist)의 테셀레이션이 있다.19)

 2) 테셀레이션의 종류

  데일 시모어(Dale Seymour)와 질 브리톤(Jill 

Britton)은 테셀레이션을 ‘타일 깔기(Tiling)’나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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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크(Mosaic)’와 동일하다고 정의하면서, 평면 테셀

레이션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모양으로 구성되며 

어떠한 틈이나 포개어짐이 없어 완벽한 화면을 형성

하는 패턴이라고 하 다.20) 미국과 캐나다의 수학교

사 협의회인 NCTM(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Mathematics)에서는 테셀레이션을 평평한 평면

을 빈틈없이 겹쳐지지 않게 모두 배치한 디자인으로 

정의하면서, 평면은 모든 방향으로 끝없이 확장되기 

때문에 테셀레이션은 그 화면의 가장가리와 꼭 맞을 

필요는 없지만 그 패턴이 모든 방향으로 무한하게 

확장될 수 있는 ‘타일링 패턴(Tiling pattern)’이라고 

하 다.21) 평면을 빈틈없이 채우기 위해서는 한 꼭

짓점에 만나는 도형들의 각각 내각의 합이 360도 

이어야 하므로22) 우선 모든 삼각형과 사각형은 테셀

레이션을 이룰 수 있다. 이는 삼각형과 사각형 내각

의 합이 각각 180도와 360도 인데 기인한다.

  테셀레이션을 이용하여 패턴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사배용은 ‘문화 확산을 

위한 문자패턴 디자인에 관한 연구’에서 테셀레이션 

패턴 생성 방법에 대해 모든 꼭짓점에서 같은 배열

을 갖는 ‘아르키메데스(Archimedean) 테셀레이션’과 

각 꼭짓점에서 정다각형의 배열순서가 두 가지 또는 

세 가지로 되어있는 ‘반정다각형(Demi-regular) 테

셀레이션’ 그 외 ‘변과 변이 꼭 맞지 않는 테셀레이

션’, ‘폴리노미노(Polynomino)’, ‘켤레 테셀레이션

(Dual of a Tessellation)’ 등 여러 가지 테셀레이션

이 있다고 하 다.23) 강화 은 ‘.Mc. 에셔의 데페이

즈망 요소에 의한 테셀레이션 패턴 연구’ 에서 같은 

종류의 정다각형들로만 구성되는 ‘정다각형(Regular 

Polygon)의 테셀레이션’과 다른 종류의 정다각형들

을 함께 사용하여 구성되는 ‘준정다각형(Semi 

Regular Polygon)의 테셀레이션’이 있다고 하 다.24) 

이정수, 송명견은 ‘조각보의 면구성과 테셀레이션 

비교 연구’에서 ‘정다각형의 테셀레이션’과 ‘다각형

의 테셀레이션’이 있는데 ‘정다각형의 테셀레이션’은 

‘한 종류의 정다각형 테셀레이션’과 ‘둘이상의 정다

각형 테셀레이션’, ‘반(demi)정다각형 테셀레이션’이 

있다25)고 하 다. Josephine Mold는 ‘정다각형

(Regular Polygons)’, ‘원과 직선(Circle and 

Straight Line)’, ‘형태결합(Combining Shapes)’, 

‘직각도형과 삼각형(Shapes from Squares and 

Triangles)’, ‘대칭(Symmetry)’, ‘켤레와 채색(Duality 

and Colouring)’, ‘곡선 타일(Curved Tiles)’의 테셀

레이션이 있다고 하 다.26) 

  이와 같이 테셀레이션 생성 방법은 매우 다양하

다. 그러나 테셀레이션을 이해하고 구분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수학자들의 연구에서처럼 꼭짓점을 중

심으로 하는 것이다. 여러 선행연구27)들을 중심으로 

고찰한 결과, 각 꼭짓점에 한 가지 도형으로 배치되

어있는 경우, 각 꼭짓점에 두 개 이상의 도형배치가 

배열되어 있는 경우, 두 개 이상의 꼭짓점 군집에 

도형배치가 상이하게 배열되어 있는 경우, 꼭짓점과 

꼭짓점이 만나지 않는 경우 등 4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이들을 단일 꼭짓점 단일 도형배치, 단일 

꼭짓점 다중 도형배치, 다중 꼭짓점 다중 도형배치, 

무일치 꼭짓점 도형배치로 명명하 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Table 4-7>은 본 연구자가 도형배치

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하 다. 

  (1) 단일 꼭짓점 단일 도형배치

  단일 꼭짓점 단일 도형배치는 한 종류의 정다각형

으로 이루어진 테셀레이션을 말한다. 이 방법은 모

서리의 내각이 특정 정수를 곱하여 360°를 만족하여

야 가능하다. 이 법칙을 성립시키는 정다각형은 정

삼각형과 정사각형, 정육각형인데, 이는 정삼각형의 

내각이 60°로 정수 6을 곱하여 360°를 만족하기 때

문이다. 정사각형 역시 내각이 90°로 4를 곱하여 위 

법칙을 만족하며, 정육각형은 내각 120°에 정수 3을 

곱하여 각각 360°의 합을 이룬다<Table 4>. 정다각

형 외에도 모든 삼각형과 사각형은 단일 꼭짓점 단

일 도형배치의 테셀레이션이 가능하다.

  (2) 단일 꼭짓점 다중 도형배치

  단일 꼭짓점 다중 도형배치는 각 꼭짓점이 둘이상

의 도형배치를 갖는다. 테셀레이션의 한 꼭짓점을 

중심으로 몇 각형의 도형이 배치되어있는지 숫자로 

표기해 분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3.3.4.4 테셀레

이션은 하나의 꼭짓점에 3각형이 3개, 4각형이 2개

의 순서로 배치되어있는 것이며, 3.3.4.3.4 테셀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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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은 3각형이 2개, 4각형이 1개, 다시 3각형이 1개, 

사각형이 1개의 순서로 배치된 것을 뜻한다. 데일 

시모어(Dale Seymour)와 질 브리톤(Jill Britton)에 

의하면 수학자들은 한 점을 중심으로 공간을 채우는 

정다각형의 조합 21가지를 발견했는데28) 이중에서 

8가지가 단일 꼭짓점 다중 도형배치의 테셀레이션에 

해당한다<Table 5>.

  (3) 다중 꼭짓점 다중 도형배치

  다중 꼭짓점 다중 도형배치는 도형을 이용한 테셀

<Table 4> 1’ vertex ‘1’ figure 

3.3.3.3.3.3 4.4.4.4 6.6.6.6

<Table 5> ‘1’ Vertex ‘+α’ figure

3.3.3.4.4 3.3.4.3.4 3.6.3.6 3.3.3.3.6

.

4.8.8 3.4.6.4 3.12.12 4.6.12

레이션 중에서 가장 복잡한 배치법이다. 각 꼭짓점

이 동일한 배열법칙을 갖던 단일 꼭짓점 단일 도형

배치와는 다르게, 두 개나 세 개 이상의 꼭짓점 군

집으로 도형배치가 다르게 이루어진 테셀레이션이

다. 예를 들면 3.6.3.6/3.3.6.6 테셀레이션은 ‘a’라는 

꼭짓점에 3각형, 6각형, 3각형, 6각형의 순서로 도

형이 배치되어있고, ‘b’라는 꼭짓점에는 3각형 1개, 

6각형 2개의 순서로 도형이 배치되어있는 것으로, 

‘a’와 ‘b’ 두 개의 꼭짓점이 번갈아가며 나타나는 테

셀레이션 배치법이다. 이것은 3가지의 상이한 도형

배치 꼭짓점 군집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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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3.3/3.3.4.12/3.3.4.3.4 테셀레이션은 ‘a’군

집 꼭짓점은 3.3.3.3.3.3의 도형배치를, ‘b’군집 꼭

짓점은 3.3.4.12의 도형배치를, ‘c’군집 꼭짓점은 

3.3.4.3.4의 도형배치를 하고 있으며, 이들 ‘a’, ‘b’, 

‘c’ 꼭짓점의 군집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테셀레이

션이라 할 수 있다<Table 6>. 

  (4) 무일치 꼭짓점 도형배치

  무일치 꼭짓점 도형배치는 도형의 꼭짓점들끼리 

꼭 맞아떨어지지 않고 어긋나, 꼭짓점과 다른 도형

의 변이 만나게 되는 테셀레이션이다. 어긋난 부분

의 빈 공간이 하나의 도형을 형성하기도 하며, 어긋

난 정도에 따라서 이 빈 공간의 양이 다양하게 변화

할 수 있으므로 가장 가변성이 높은 테셀레이션이라 

할 수 있다<Table 7>. 

  이상과 같이 도형을 활용한 테셀레이션은 꼭짓점 

군집의 수와 사용된 도형의 형태를 기준으로 구성한다.

<Table 6> ‘+α’ Vertex ‘+α’ figure

3.6.3.6 

3.3.6.6

3.12.12

3.4.3.12

3.3.3.3.3.3
3.3.4.12
3.3.4.3.4

<Table 7> Dislocated vertex

Triangle dislocated vertex Tetragon dislocated vertex Hexagon dislocated vertex

Ⅲ. 디자인 개발 

  전통 박쥐문양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 개발은 선행

연구29)를 참조로 하여 문양의 형태 선정, 문양의 배

치, 문양의 색채 배색의 과정을 거쳐서 남성 패션상

품인 넥타이, 포켓치프, 스카프 등을 개발하 다

<Table 8>. 

  1. 문양의 형태 선정

  전통 박쥐문양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웹사이

트 문화포털30)에 나타난 다양한 종류의 박쥐문양을 

검색한 후, 남성 패션상품 디자인 개발의 모티브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문양 1, 문양 2, 문양 3을 선

정하 다. 문양1은 남대학교 박물관 소장의 보자

기에 나타난 박쥐문양으로 곡선 요소가 많은 생략된 

형태의 박쥐문양이다. 문양2는 수원 화성의 여민각 

현판의 모서리 장식인 편액 염우판의 박쥐문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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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화와 사실의 중간 형태를 띠며, 박쥐의 안면부와 

몸통이 여의두문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날개의 

직선적 부분과 각진 형태로 인해 남성적 이미지가 

담겨있다. 문양3은 국립민속박물관의 연에 나타난 

<Table 8> Man's Fashion Goods

Neck-tie Pocketchief Scarf

→
→

<Table 9> Selection of the bat pattern

Title Article Expand of the bat pattern Pattern

Pattern

1

Pattern 

2 

Pattern 

3 

사실적 형태의 박쥐문양으로, 실제 박쥐의 모습과 

유사하다. 문양의 형태는 전통 박쥐문양의 형태를 

원형 그대로 사용하되 문양 배치 에 편리하도록 

Adobe Photoshop CS5를 사용하여 좌우 대칭이 되

도록 형태의 일부를 수정하 다<Tabl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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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문양의 배치

  창의성이 매우 중요시 되는 디자인 분야에서는 상

품을 개발하고자 할 때 끊임없이 새로운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생산해야하는 상황이므로 보다 다양한 

디자인 발상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다양한 디자인 발상방법의 하나로써 전통문

양에 테셀레이션 기법을 활용하여 패턴을 개발하고

자 한다. 문양의 테셀레이션을 시도하기 위하여 문

양 1, 문양 2, 문양 3을 분석한 결과 3가지 문양 모

<Figure 5> Form of the bat pattern 1, 2, 3

<Table 10> 1’ Vertex ‘1’ figure of the bat pattern

Tessellation Pattern 1 Pattern 2 Pattern 3

3.3.3.3.3.3

3.3.3.3.3.3

4.4.4.4

두 직각이등변삼각형에 해당하 다<Figure 5>. 

  직각이등변삼각형은 그 자체로도 테셀레이션이 가

능하다. 그리고 직각이등변삼각형을 4개 합칠 경우 

정사각형이 되므로 정사각형의 테셀레이션도 가능하

다. 전통 박쥐문양을 활용하여 직각이등변삼각형과 

사각형의 테셀레이션을 시도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박쥐문양의 단일 꼭짓점 단일 도형배치

  단일 꼭짓점 단일 도형배치는 각 꼭짓점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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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종류의 도형배치가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문

양 1, 문양 2, 문양 3의 단일 꼭짓점 단일 도형배치

는 두 종류의 테셀레이션이 가능하다. 즉, 직각이등

변삼각형의 테셀레이션, 직각이등변삼각형을 4개 합

친 정사각형의 테셀레이션이다. 문양 1, 문양 2, 문

양 3의 단일 꼭짓점 단일 도형배치는 다음과 같다

<Table 10>. 

  (2) 박쥐문양의 단일 꼭짓점 다중 도형배치

  단일 꼭짓점 다중 도형배치는 각 꼭짓점을 중심으

<Table 11> ‘1’ vertex ‘+α’ figure of the bat pattern

Tessellation Pattern 1 Pattern 2 Pattern 3

3.3.3.4.4

<Table 12> ‘+α’ vertex ‘+α’ figure of the bat pattern

Tessellation Pattern 1 Pattern 2 Pattern 3

3.3.3.3/
3.3.3.3.3.3

3.3/
3.3.3.3

3.3.3.3/
3.3.3.3/
3.3.3.3/

3.3.3.3.3.3.3.3

로 2 종류이상의 도형배치가 이루어져있는 것을 말

한다. 문양 1, 문양 2, 문양 3의 단일 꼭짓점 다중 

도형배치는 직각이등변삼각형만으로는 가능하지 않

으므로 직각이등변삼각형을 4개 합쳐서 정사각형으

로 변형한 후 직각이등변삼각형과 정사각형으로 도

형배치가 가능하다. 문양 1, 문양 2, 문양 3의 단일 

꼭짓점 다중 도형배치는 다음과 같다<Table 11>. 

  (3) 박쥐문양의 다중 꼭짓점 다중 도형배치 

  다중 꼭짓점 다중 도형배치는 두 개 이상의 꼭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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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군집에 도형배치가 다르게 이루어진 것을 말한

다. 직각이등변삼각형의 다중 꼭짓점 다중 도형배치

는 패턴에 빈공간이 생긴다. 이 빈공간의 개념은 무

수히 많은 종류의 테셀레이션을 가능하게 한다. 그

러나 빈 공간 없이 문양을 배치하고자 할 경우, 직

각이등변삼각형 4개를 합쳐서 정사각형으로 변용하

면 가능하다. 문양 1, 문양 2, 문양 3의 다중 꼭짓

점 다중 도형배치는 다음과 같다<Table 12>. 

  (4) 박쥐문양의 무일치 꼭짓점 도형배치

  무일치 꼭짓점 도형배치는 앞서 제시한 단일 꼭짓

<Table 13> Dislocated vertex of the bat pattern

Tessellation Pattern 1 Pattern 2 Pattern 3

점 단일 도형배치, 단일 꼭짓점 다중 도형배치, 다

중 꼭짓점 다중 도형배치에서 도형들을 수평이동, 

수직이동, 사선이동 등의 방법으로 위치변화를 통해 

무수히 많은 종류의 도형배치를 시도할 수 있다. 또

한 직각이등변삼각형의 특성상 일정의 조합으로 정

사각형을 형성한 후, 정사각형의 무일치 꼭짓점 도

형배치를 시도 할 수 있다. 문양 1, 문양 2, 문양 3

의 무일치 꼭짓점 도형배치는 다음과 같다<Table 

13>.

  이상과 같이 전통 박쥐문양을 모티브로 다양한 방

법의 테셀레이션을 시도한 결과 42종류의 테셀레이

션 패턴을 개발하 으며 그 중에서 남성 패션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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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에 사용할 6종류의 패턴을 선정하 다. 패턴 선

정과정에는 남성 패션상품 디자인의 적합성과 심미

성을 기준으로 하여 의류학을 전공한 석사이상의 3

인이 참여하 다. 선정된 6종류의 패턴은 다음과 같

다<Table 14>.

  개발된 6종류의 테셀레이션 패턴을 이용하여 남성 

패션상품인 넥타이, 포켓치프, 스카프에 적용하 다. 

넥타이는 상품 그대로 몸에 걸치는 것이 아니라 목 

부분에 타이를 묶어 고정하는 상품이므로 묶여져서 

보이는 형태의 도식화를 기본으로 하 다. 포켓치프

는 접어서 재킷의 가슴부위 주머니에 넣어 일부를 

노출시키는 상품이므로 원형 도식화를 제시하고 트

라이앵글 폴드(triangle fold)로 접혀져있는 형태의

<Table 14> Selection of the Tessellation pattern

Pattern 1  Tessellation 1 Tessellation 2

 Pattern2 Tessellation 3 Tessellation 4

 Pattern3 Tessellation 5 Tessellation 6

 도식화를 기본으로 하 다. 스카프는 반쯤 접거나 

두르는 등, 활용이 자유로운 상품으로 펼친 형태의 

원형 도식화를 기본으로 하 다. 또한 포켓치프와 

스카프의 가장자리에는 배색 띠를 둘러 단조로움을 

피했다. 넥타이, 포켓치프, 스카프의 도식화는 

Adobe Illustrator CS5를 사용하여 형태를 그린 후, 

개발된 테셀레이션 패턴을 배치하 다<Table 15>. 

그러나 넥타이의 경우, 실제로 제작할 때에는 포켓

치프나 스카프와는 달리 바이아스(bias) 방향으로 

재단하므로 넥타이용 원단을 제작할 때, 본 연구에

서 제시한 넥타이에 표현된 문양 배치를 고려하여 

포켓치프나 스카프와는 바이아스, 식서 방향 등이 

다르게 제작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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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Arrangement of the bat pattern

Title Tesselation pattern neck-tie Pocketchief Scarf

Design

Ⅰ

Design

Ⅱ

Design

Ⅲ

Design

Ⅳ

Design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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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Continued

Title Tesselation pattern neck-tie Pocketchief Scarf

Design

Ⅵ

  3. 문양의 색채 배색

  전통 박쥐문양을 모티브로 개발된 테셀레이션 패

턴에 현대적 이미지를 첨가하기 위해 여러 화가 중

에서도 대표적 현대화가인 구스타프 클림트(Gustav 

Klimt)의 작품을 선정한 후 색채를 추출하여 배색에 

사용하 다. 클림트는 1980년대 후반부터 미술계에

서 그 인기가 매우 높았으며, 2006년에는 그의 작품

이 1억3500만 달러의 높은 가격에 경매되기도 하

다. 그는 1900년대에 접어들어 사실적인 표현과 추

상적인 표현을 동시에 한 작품 속에 적절히 조화시

켜 자유로운 화폭을 구성하 다. 특히 추상적 표현

은 사각형, 삼각형, 원 등의 단일반복이나 점진적 

반복으로 나타났으며 보석처럼 반짝이는 색채를 사

용함으로써 이국적인 느낌을 표현하기도 하 다.31) 

클림트의 신비하고 이국적인 느낌의 작품세계는 박

쥐문양이 갖는 신비한 이미지와도 잘 어울릴 것으로 

생각되어 선택하 다. 

  문양의 색채 배색에 사용하고자 하는 작품은 클림

트의 여러 작품 중에서 ‘기다림’, ‘생명의 나무’, ‘성

취’의 3개의 패널로 이루어진 ‘스토클레 프리즈(The 

Stoclet frieze)’에서 ‘성취(Fulfillment)’ 패널을 선택

하 다.32) 색상 추출은 ‘성취’ 패널에서 남녀의 팔 

부분, 새 그림 부분, 네모무늬 부분 등 3곳을 중심

으로 색상을 추출하 다<Figure 6>. 색상추출은 인

쇄된 작품을 통해서 추출하 기 때문에 원본과 완벽

히 동일하다고 하기에는 다소 제한점이 있다.

  색상추출 방법은 작품에 나타난 색상을 Panton 

Textile Color specifier33)를 사용하여 추출하 다.

팬톤 시스템은 실용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색 선정

과 색채 배색에는 용이하나, 색의 기본 속성에 따라 

논리적 순서로 배열되어 있지는 않다.34) 따라서 국

제표준(ISO) 색체계로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한국 KS산업규격상의 현색계 색표집의 기본 바탕이 

되는 먼셀의 10가지 색상(주요 5가지 색상 R, Y, G, 

B, P와 중간색 YG, GY, BG, PB, RP)을 추가적으

로 표기하여 색의 속성을 명확히 하 다. 먼셀은 색

상(Hue)과 명도(Value), 채도(Chroma)로 색상을 구

분하는 방식으로, 인간의 시감을 기본으로 간격을 

배분한 것이 특징이다.

 색상표기는 팬톤 색채 문명(팬톤 색채 고유번호, 

먼셀 H V/C)의 형태로 제시하 다. 색상추출 방법

은 Adobe Photoshop CS5에서 스캔된 그림파일에 

스포이드 도구(Eyedropper tool)를 이용하여 대표적 

색상을 추출한 후 팬톤 텍스타일 컬러 가이드의 

1701가지 색상 중에서 가장 적합한 색상을 선택하

다. 먼셀의 색상은 Photoshop에서 추출된 색상의 

RGB 값을 구한 후, Munsell conversion(Version 

4.01)을 사용하여 RGB 값을 H V/C로 변환하여 먼

셀 색상 값을 구하 다. 변환된 H(색상)와 V(명도), 

C(채도)의 값은 소수점 아래 부분은 반올림하여 먼

셀 색상표기에 적합하게 하 다. 

 1) 남녀의 팔 부분

  남녀의 팔 부분은 곡선과 직선의 조화가 장식성을 

더욱 강조하는 부분으로, 색채에서도 명도가 높은 

색부터 명도가 낮은 색까지 다양한 배색이 돋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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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Fulfillment, 1905-1909 Klimpt, p.56

  남녀의 팔 부분에서 Apricot nectar(14-1133 TP, 

7YR 7/7), Macaw green (16-0230 TP, 6GY 7/9), 

Tulipwood(18-1709 TP, 2RP 3/3), Parsnip 

(14-0925 TP, 10Y 7/3)등 4 종류의 색상을 추출하

다. 추출된 색상은 디자인Ⅰ, 디자인Ⅳ, 디자인Ⅴ

에 사용하 다. 

  디자인Ⅰ의 바탕색은 Turipwood, 무늬는 Parsnip

을 배색하 다. 색채가 배색된 디자인Ⅰ은 미디움 

톤(midium ton)의 배색으로 클래식한 이미지를 보여

준다. 디자인Ⅳ는 바탕색으로 Apricot nectar, 무늬

는 Macaw green을 배색하 다. 색채가 배색된 디

자인 Ⅳ는 섬세한 무늬가 바탕색과 어울려 부드러운 

이미지를 표현한다. 디자인Ⅴ는 바탕색으로 Macaw 

green, 무늬는 Turipwood를 배색하 다. 색채가 배

색된 디자인Ⅴ는 색채 배색의 이미지가 강하여 남성

적이고 활동적인 느낌을 준다. 넥타이와 달리 포켓

치프와 스카프에는 가장자리 부분을 단색으로 배색

처리 하 다. 특히 스카프의 경우 가장자리 코너부

분에 박쥐문양을 배치하 다<Table 16>. 

 2) 새 그림 부분

  새 그림 부분은 이집트의 벽화를 모티브로 표현된 

장식으로 채도와 명도가 높은 색채가 돋보인다. ‘성

취’의 대부분이 금색으로 칠해져 있는 가운데 초록

색 계열의 Kelly green이 바탕에 채색된 것이 독특

하다. 새 그림 부분에서 추출한 색상은 Kelly 

green(16-6138 TP, 9GY 6/8), Bluish lavender 

(18-3737 TP, 10PB 4/7), Buff(13-1024 TP, 10YR 

8/3), Cinnamon(19-1436 TP, 4YR 2/2) 등 4 종류

이다.

  디자인 Ⅱ는 바탕색으로 Kelly green을, 무늬에는 

Buff를 배색하 다. 색채가 배색된 디자인 Ⅱ는 부

드럽고 은은한 이미지를 표현한다. 디자인 Ⅳ는 바

탕색으로 Bluish lavender를, 무늬에는 Cinnamon을 

배색하 다. 색채가 배색된 디자인 Ⅳ는 비비드

(vivid)한 톤의 색채로 강한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Table 17>. 

 3) 네모무늬 부분

  네모무늬 부분의 사각형 이미지는 남성적 이미지

가 강한 부분으로, 사각형은 굳건하고 엄정한 것을 

암시하며 딱딱하고 굴복되지 않는 성질을 나타낸다. 

또한 사각형은 견실, 명확성, 엄숙, 강력함, 기계, 

권위, 침착, 질서 등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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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Color-Scheme of the bat pattern 

The part of the sleeves Color Title Neck-tie Pocketchief Scarf

Apricot 

nectar

Macaw 

green

Tulipwood

Parsnip

DesignⅠ

DesignⅣ

DesignⅤ

<Table 17> Color-Scheme of the bat pattern 

The part of a bird Color Title Neck-tie Pocketchief Scarf

Kelly 
green

Bluish 
lavender

Buff

Cinnamon

DesignⅡ

DesignⅥ

특히 네모무늬 부분의 채도가 낮은 배색은 굳건하고 

강력한 남성적 이미지를 배가시킨다.36) 네모무늬 부

분에서 추출된 색상은 Vibrant yellow(13-0858 TP, 

10Y 9/11), Golden oak(17-1046 TP, 7YR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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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2 종류이다.

  디자인 Ⅲ은 바탕색으로 Vibrant yellow를, 무늬로

는 Golden oak를 배색하 다. 색채가 배색된 디자인 

Ⅲ은 부드럽고 따뜻한 이미지를 보여준다<Table 18>.

  이상과 같이 전통 박쥐문양을 모티브로 문양의 형

<Table 18> Color-Scheme of the bat pattern 

The part of the rectangular pattern Color Title Neck-tie Pocketchief Scarf

Vibrant 

yellow

Golden 

oak

Design

Ⅲ

<Table 19> Man's fashion goods design procedure 

Title
Selection of 

the pattern 
Tessellation

Arrangement 

of the pattern

Color 
scheme 
of the 
pattern

Development of the Design

Neck-tie Pocketchief Scarf

Design

Ⅰ

Design

Ⅱ

Design

Ⅲ

태 선정, 문양의 배치, 문양의 색채 배색 등의 과정

을 거쳐서 넥타이, 포켓치프, 스카프 디자인을 개발

하 다. 

  디자인 개발과정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Table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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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9> Continued

Title
Selection of 

the pattern 
Tessellation

Arrangement 

of the pattern

Color 
scheme 
of the 
pattern

Development of the Design

Neck-tie Pocketchief Scarf

Design

Ⅳ

Design

Ⅴ

Design

Ⅵ

Ⅳ. Conclusion 

  현대사회는 세계화 시대로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

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는 전통문화의 중

요성이 매우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많은 디자이너

들이 자국의 전통적 요소를 모티브로 하여 다양한 

디자인 개발을 시도해오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

라 본 연구에서는 전통 요소 중 하나인 전통문양을 

모티브로 남성 패션상품인 넥타이, 포켓치프, 스카

프 등을 개발하고자 한다. 전통 문양은 여러 종류의 

문양을 검토해 본 결과 남성적 이미지와 잘 어울릴 

것으로 사료되는 박쥐문양을 선택하 다. 연구방법

은 이론적 연구로는 문헌과 선행연구 등을 통하여

전통 박쥐문양의 형태를 살펴보았으며, 문양의 배치

방법으로 과거 이슬람 문화권에서 건축물의 타일 장

식이나 카페트 등에 많이 활용되었던 테셀레이션 기

법에 대하여 고찰하 으며 현대적 이미지 표현을 위

해서 대표적 현대화가인 구스타프 클림트(Gustav 

Klimt)의 작품을 고찰하 다. 실증적 연구로는 문헌 

및 선행연구 등을 통하여 얻어진 이론을 바탕으로 

문양의 형태 선정, 문양의 배치, 문양의 색채 배색

의 과정을 거쳐서 넥타이, 포켓치프, 스카프 등의 

남성 패션상품 디자인을 개발하 다. 디자인 결과는 

컴퓨터 시뮬레이션(simulation) 기법으로 가상 제작

하 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박쥐문양은 중국에서 박쥐의 한자음인 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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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蝙蝠)과 복(福)의 음이 같은 연유로 길상의 의미를 

지녔다. 한자문화권인 한국에서도 중국의 향을 받

아 복을 기리는 길상(吉上)의 의미를 지녔으며 이에 

따라 복을 상징하는 박쥐문양은 우리 조상들의 의복

과 장신구, 건축물과 가구, 기타 생활소품에 이르기

까지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났다. 

  둘째, 테셀레이션은 이슬람 문화권의 건축과 섬유 

등에 많이 나타나는 도형 배치 기법으로 평편한 평

면을 빈틈없이 겹쳐지지 않게 도형을 배치하는 디자

인이다. 테셀레이션을 이해하고 구분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수학자들의 연구에서처럼 꼭짓점을 중심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고찰한 결

과, 테셀레이션 도형배치 방법은 각 꼭짓점에 한 가

지 도형으로 배치되어있는 단일 꼭짓점 단일 도형배

치, 각 꼭짓점에 두 개 이상의 도형배치가 배열되어 

있는 단일 꼭짓점 다중 도형배치, 두 개 이상의 꼭

짓점 군집에 도형배치가 상이하게 배열되어 있는 다

중 꼭짓점 다중 도형배치, 꼭짓점과 꼭짓점이 만나

지 않는 무일치 꼭짓점 도형배치 등 4가지로 구분하

여 볼 수 있다. 

  셋째, 박쥐문양을 모티브로 한 남성 패션상품 디

자인 개발은 문양의 형태 선정, 문양의 배치, 문양

의 색채 배색의 과정을 거쳤다. 

  문양의 형태 선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웹

사이트 문화포털에서 남성 패션상품 디자인에 적절

하다고 사료되는 박쥐문양 3종류를 선택하 다. 문

양의 형태는 전통 박쥐문양의 형태를 원형 그대로 

하되 문양 배치 작업에 편리하도록 Adobe 

Photoshop을 사용하여 좌우 대칭이 되도록 형태의 

일부를 수정하 다.

  문양의 배치는 테셀레이션 기법을 적용하여 단일 

꼭짓점 단일 도형배치, 단일 꼭짓점 다중 도형배치, 

다중 꼭짓점 다중 도형배치, 무일치 꼭짓점 도형배

치 등의 방법으로 구성하여 42종류의 패턴을 개발하

다. 그 중에서 6 종류의 패턴을 선택하여 남성 패

션상품 디자인에 적용하 다.

  문양의 색채 배색은 대표적 현대화가인 클림트의 

여러 작품 중에서 ‘스토클레 프리즈(Stoclet Frieze)’

의 ‘성취(Fulfillment)’ 패널을 선택하 다. ‘스토클레 

프리즈’는 1905년에서 1909년경 스토클레 저택의 

식당 벽면을 장식한 긴 패널그림으로 ‘생명의 나무

(Tree of Life)’를 중심으로 ‘기다림(Expectation)’과 

‘성취’ 등 3개의 패널로 나뉘는데 금빛 채색의 화려

하고 추상적인 표현과 이집트 벽화를 연상시키는 여

인 등이 인상적이다. ‘성취’ 패널에서 색채 추출은 

남녀의 팔 부분, 새 그림 부분, 네모무늬 부분을 선

택하여 추출하 다. 추출된 색상은 6 종류의 넥타

이, 포켓치프, 스카프 등에 배색하 다. 이러한 과정

을 거쳐서 완성된 디자인의 결과물은 컴퓨터 시뮬레

이션 기법으로 가상 제작하 다.

  이러한 전통문양 활용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연구는 전통문화의 세계화, 다양한 문양의 활용 가

능성, 테셀레이션 기법을 이용한 패턴개발 등 전통

문양 활용에 대한 자원적 가치와 가능성, 새로운 측

면의 디자인 개발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후속연구로는 전통문양을 모티브로 평면

적이 아닌 입체적 표현의 텍스츄어 개발을 통한 디

자인 연구를 제안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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