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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velop motifs and patterns for fashion cultural product designs in order to promote the Iksan 
Seodong Festival, which is the most representative festival in Iksan region. The motifs and patterns developed in 
this study can be used to introduce the distinct traditional culture depicting the legendary Seodong tale. This study 
used Adobe Illustrator CS4 and Adobe Photoshop CS4 to reconstruct the lotus motifs found from the green- 
oiled-lotus-motif rafter tile, the atrifact from Iksan Mireuksaji Museum. This lotus motif and the motif based on 
the Iksan City's logo were applied to a repeating pattern with colorways using the CMYK found from the Iksan 
city's logo. A total of 24 product designs, including 8 necktie designs, 8 scarf designs, and 8 T-shirts designs, were 
presented for fashion cultural products. The designs developed in this study can promote not only the local Iksan 
culture but also the national image of Korea on a global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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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두 가지의 상반된 

특징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나 

지역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글로벌화가 그 특징 

중 하나이고, 다른 한 가지는 한 국가나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거나 

재창조하여 그 지역을 다른 지역과 구별하고자 하

는 차별화가 그 특징이다. 이는 문화적 특성을 차

별화하고자 하는 이유는 문화적 요소가 지니는 무

한한 잠재력 때문이라 할 수 있다.
21세기 현대 사회에서의 문화는 단순히 인간을 

이해하는 수단을 넘어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형성

하고, 고객의 감성을 자극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

고자 하는 문화 마케팅의 중요한 매개체가 되고 있

다. 이러한 문화 마케팅은 문화 산업 마케팅의 광범

위한 활동으로써 세계 박람회 및 국내 지역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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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의 감성에 맞추어 커다란 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도 문화 산업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고, 관련 산업과 유관 기관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문화 산업 육성을 위해 2005년 문화강국

C-KOREA2010 을 수립, 발표하고, 이의 달성을 위

해 국가 역량을 모으고 있다. 또한 1995년 지방 자

치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면서 많은 지방 자치 단

체들이 지역 개발과 지역 이미지 제고 및 지역 경

제 활성화를 위한 이상적인 아이템으로 지역 문화

에 기반을 둔 다양한 행사들을 기획, 추진하고 있

다. 또한 지역 특성과 소비자 감성에 맞는 디자인

의 개발과 상품화로 독창적인 문화적 아이덴티티

를 보여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각지

에서는 지역별로 각각의 특성 및 특징을 바탕으로 

1,000개 이상의 지역 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며, 지역

의 축제를 관광 상품화하여 지역을 홍보하기 위한 

지역 마케팅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을 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 축제에 대한 관심의 증가가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화 상품은 

관광객이 여행 중 거의 필수적으로 지출하는 관광

비용과 관련되어 있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산

업 분야로 평가되고 있다(Kim, Park & Cho, 2007).
문화상품 개발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전

통문양을 모티프로 활용하여 디자인을 개발한 연

구(Kim, Ko, Kim, Kil & Yang, 2000; Kwon, 2002; 
Eom, 2004; Choi, Chung, Lee & Shin, 2006; Kim, 
Hong & Kim, 2007; Song, 2010)와 지역 문화자원 

및 축제를 활용한 패션 문화상품 개발의 연구가 있다

(Park & Kim, 2006; Lee & Kim, 2007; Lee & Chung, 
2008; Kim, 2010; Kim, 2011). 이러한 연구의 주제

는 주로 함평 나비 축제와 광양 매화축제, 여수 세

계박람회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백제 지

역의 문화자원, 특히 마한 백제 문화권인 익산시의 

문화 자원을 활용한 패션문화상품 디자인개발 관

련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전북 익산시는 마한 백제의 문화 유적을 보유한 

유서 깊은 지역이지만, 백제의 고도인 부여와 공주

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

다. 하지만 미륵사지 유물과 왕궁리 유적터 등이 

발굴되면서 새롭게 주목을 받게 되었고, 역사적 유

물 이외에도 익산은 독특한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지

역문화를 알리는데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서동

요로 선화공주의 사랑을 얻고 백제 30대 무왕에 오

른 후 삼국통일의 웅지를 펼치려 했던 서동의 사랑

이야기에 바탕을 둔 ‘익산서동축제’는 1968년 마한

민속제전에서 유래하여 오늘에까지 이어져 내려오

고 있다. 또 하나의 특색 있는 축제로는 세계 수준

의 규모를 자랑하는 익산보석박물관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유일한 귀금속 전시회인 ‘익산보석대축제’ 
등이 있다. 

이처럼 풍부한 문화 유적과 차별화된 축제를 개

최하고 있는 익산시는 방문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문화 유적과 

관련된 관광지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지역의 문화

적 특성을 반영한 상품이 아닌 일반적인 관광 상품

이 대부분이어서 방문객들의 구매를 끌어내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개최되고 있는 축제 

행사는 시민 및 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부대행

사들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축제의 특성

이나 익산시의 문화적 가치를 함축하고 있는 문화

상품 개발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익산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자

원을 활용하여 익산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의 감성

에 부합되고, 익산시의 가치를 담은 대표적인 패션

문화상품 디자인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II. Background

1. Fashion cultural product
최근 정부는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 주

간’을 지정하고, 지방 자치 단체 및 관광업계 등과 

합동으로 연계하여 신규 여행 수요를 대폭 창출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과 가족 중심의 테마 여행 증가에 따라 각 

지역들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 
그 전략의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여타 지역과 차

별화되는 지역 문화 자원을 활용하고, 이에 기반을 

둔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여 행사 방문객들에게 각 

지역의 특성을 전달할 수 있는 문화 상품을 개발하

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 상품이 가치를 갖기 위해

서는 그 지역의 문화와 역사성을 담고 있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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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독특성과 매력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한편, 문화 상품에 대한 개념은 연구자에 따라서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하고 있다. 2000년도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문화 상품을 ‘문화산업’이 낳은 모든 결과물로 문화

의 영역이 경제적 영역과 결합함으로써 산업의 생

산 및 소비의 대상물로 나타나게 되는 모든 분야로 

정의하였다. Kim(2002)은 각 나라의 고유한 문화의 

영역이 경제적 영역과 결함함으로써 산업적 생산 

및 소비의 대상물로 나타나게 되는 모든 분야를 의

미한다고 하였다. Hyun & Bae(2007)은 문화 상품 

을 영화, 도서, 음반, 신문·잡지, 애니메이션, 출판, 
텔레비전 프로그램부터 한국적인 소재, 표현 기법, 
제작 기술 등을 차용한 공예 분야, 생활 문화 상품, 
미술품 복제, 캐릭터 상품을 포괄한다고 하였다.

문화 상품은 일정한 용도와 한정된 물질적, 경제

적 효용 가치를 지니는 일반적인 상품보다는 상위

의 개념으로 한 민족 내지는 지역의 고유한 정신적, 
문화적 가치가 경제적인 효용 가치와 결합하여 생

산되는 유․무형의 모든 상품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을 지칭한다(Lee, 2002). 문화 상품은 축제 개

최로 인해 형성된 장소 자산과 이를 토대로 변화하

고자하는 지역의 이미지를 외부에 알리고, 축제의 

홍보수단 및 지역 심벌 이미지로 적극 활용할 수 있

는 것이다. 그리고 문화 상품 판매를 통해 축제 자

체의 수익을 창출하고, 이러한 수익 창출은 안정적

인 축제의 운영뿐만 아니라, 축제의 질적 향상에 기

여한다(Lee, 2005).
패션 문화 상품에 대한 정의도 연구자에 따라 다

양한데, Hong(2001)은 국가 또는 지역의 문화적 요소

나 이미지를 활용한 패션 상품으로 정의하였다. Lee, 
Kim and Lee(2005) 연구에서는 한국 문화의 특성을 

반영한 상품으로서, 의류, 패션 잡화, 관광 기념품, 
티셔츠, 모자, 보석, 액세서리, 한복, 생활한복, 그리고 

섬유 공예품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Hyun(2006)은 자국

의 전통 문화나 이미지에 당시의 트렌드가 반영된 

직물을 이용한 상품으로, Cho(2007)는 전통적 요소

와 한국의 현대적 이미지까지 포함하는 문화적 정체

성을 표현하는 패션 상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패션 문화 상품은 상품 자체의 판매보다

는 이미지로 판매되는 고부가가치의 문화 상품으

로써 지역 문화의 독창적 이미지를 알리고, 더불어 

축제의 경제적 효율성 그리고 관광객 유치에 활용

하기 위한 상징적인 아이템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익산시에서는 전문적인 문화상품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조직이 없어서 양질의 상품을 개

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타 지역에서 개발

된 상품의 복제품 위주로 판매되고 있으며, 상품 판

매 장소도 소규모의 판매점으로 타 지역과 차별적 

특성을 찾기가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방문객들의 

소비욕구를 이끌어낼만한 상품이 부재한 실정이다.
패션 문화 상품의 종류 및 분류에 대한 기준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2000년도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의 발표에 의하면, 패션관련 문

화 상품을 섬유 공예 문화 상품에 포함시킨 적이 

있다. 섬유 공예 문화 상품은 장식 용품, 관광 기념

품, 생활 문화 상품으로 분류하여 장식 용품에는 

매듭, 인형, 노리개, 부책, 장석, 보석함 등이 포함

되고, 관광 기념품에는 가방, 넥타이, 복주머니를 

포함시켰고, 생활 문화 상품에는 이불, 가발, 실내

화, 보료, 방석, 생활 한복, 앞치마, 거울, 보자기 등

을 포함시켜 분류를 하였다.
충청 지역 국립박물관을 중심으로 한 백제 문화 

상품 현황을 조사한 Lee and Kim(2007)의 연구에 

의하면, 공주박물관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 중에

서 문방 용품은 26%, 생활 용품은 12%, 장신구/잡화

는 9%가 백제의 특징을 담은 상품으로 나타났고, 
평균으로 보면 12%만이 백제의 특징을 담은 상품

이었다. 국립부여박물관에서 판매되고 있는 문화 상

품 중 평균 16%만이 백제의 특징을 담고 있는 상

품이고, 이중 부여 지역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상

품은 5%에 불과하였다. 이처럼 지역 문화 상품 판

매의 중심으로 볼 수 있는 국립박물관에서 판매되

는 상품조차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상품이 아주 

미흡한 실정이다. 

2. Local cultural resources and symbol of Iksan 
익산시는 역사적으로 유래가 깊은 지역이므로, 다

양한 문화 유적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익산시 문

화 유적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곳은 미륵사지석

탑과 미륵사지 출토 유물이다. 특히 미륵사지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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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 석탑은 한국에 남아있는 석탑 가운데 가장 오

래된 것으로 국보 제 11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석

탑을 우리나라 최고(백제, 7세기)의 석탑으로 보는 

이유는 그 이전에 성행하였던 탑의 양식과 달리 목

탑의 각부 양식을 나무가 아닌 돌로써 충실하게 재

현하였기 때문으로 본다. 또한 사리장엄구에서는 금

제사리호를 비롯하여 금제사리봉안기, 금제쪽집게, 
금괴, 금제귀걸이, 은제관식, 금제합, 금실, 유리구

<Table 1> Cultural resources of Iksan region

Mireuksaji Stone Pagoda Wanggungri Remains Wanggungri 5-story Stone 
Pagoda Mireuksaji Danggan

National Treasure No. 11 Historic Site No. 408 National Treasure No. 289 Treasure No. 236

Jeseoksaji Soongrim Temple Boguangjeon Godori Stone Buddha Statue Gilt-bronze incense burner

Historic Site No. 405 Treasured Article No. 825 Treasured Article No.46 Treasure No. 1753

<Table 2> Symbols for Iksan city 

Category Symbols Images Cultural meaning

Symbols for 
Iksan city

Flower Chrysanthemum - symbolizing endless growth and progressive spirit

Bird Dove - symbolizing love and peace 

Tree Pine - symbolizing powerful spirit of the citizens

Logo Representing Mireuksaji Stone Pagoda and the Chinese letter for 'Ik' from 
the word 'Iksan' 

Slogan Representing the amazing city with great history and Baekje culture  

슬, 유리판 등 유물이 총 19종 683점 출토되었다. 
백제 무왕의 천도지인 왕궁리 유적과 국보 제 289
호 왕궁리 석탑이 있으며, 고려 충목왕 원년(1345
년)에 건축된 보물 825호 숭림사 보광전도 익산을 

대표하는 문화 자원이다. 
익산지역의 문화자원 현황은 <Table 1>에서 보

는 바와 같다.
익산시를 상징하는 상징물로는 익산미륵사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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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을 모티프로 한 로고와 백제, 마한의 위대한 역

사문화도시,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메카이자 아시아 

식품수도로 거듭날 놀라운 도시 익산을 의미하는 

‘Amazing IKSAN’의 브랜드 슬로건이 있다. 여기에 

시화인 국화, 시목으로는 소나무, 시조로 비둘기가 

있다(Table 2).

3. Festival of Iksan
현재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축제의 개념은 ‘특

정한 축제조직에 의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년중의 일정한 시점에 짧게는 하루, 길게는 일주일 

동안 특정한 의례행위와 여러 가지 오락, 놀이, 문
화예술, 체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 행사’를 말하

며, 여기에는 대학축제, 거리축제, 지역축제 등이 있

다(Park & Kim, 2006). 오늘날 지역축제는 지역의 

다양한 문화적 현상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좁은 의미로 보면 지역과 관련이 있는 역사

적 자원을 계승, 발전시켜 문화 축제화한 것을 의미

하고, 보다 확대된 의미로 보면 축제 외에도 문화제

나 예술제와 같은 포괄적인 문화행사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축제는 말 그대로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연출하는 지역의 자존과 화합행사이기 때문에, 지
역 문화의 계승, 발전에 의의가 있다(Kim, 2007). 

익산시에서 개최되는 서동축제(마한민속예술제)
는 국경을 초월한 선화공주와 서동의 사랑과 서동

요의 본 고장임을 알리기 위해 1966년 10월부터 시

작된 문화축제다. 익산이 삼한시대 마한 54국의 중

심지로서, 역사적인 자긍심을 갖고 개최하고 있는 

축제로 2004년부터는 ‘익산서동축제’로 진행되어 오

고 있다.
이는 익산지역이 서동의 탄생지이면서 마한의 

도읍지이자 백제 말기의 수도 혹은 별도로 알려져 

있고, 또한 976년 발굴된 장방형의 왕궁성, 무왕과 

선화비의 쌍릉, 삼국유사 무왕조에 전해오는 국립 

사찰격인 미륵사, 금마면 서고도리 연동마을의 서

동 어머니의 축실처설 등의 역사적 배경이 되기 때

문이다. 그리고 매년 서동과 선화의 사랑이야기를 

현대적인 시각으로 구성하여 시민축제로 유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또 다른 축제로는 ‘익산 보석 대축제’로써 

익산시 왕궁면 백제 왕궁터에서 출토된 1,400년 전

의 금도가니, 유리도가니, 철도가니 등을 중심으로 

신비의 보석 가공터인 왕궁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

얼 팰리스로 전국 유일의 보석축제다. 이렇게 익산

은 보석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데, 이는 백제 후

기 무왕 때 조성된 왕궁면 왕궁 유적지에서 금․유

리․철 도가니가 등이 발견된 것으로 시작되었다

고 볼 수 있다. 익산시에서는 귀금속 보석 산업 클

러스터사업을 추진하여 ‘대한민국의 보석도시 익

산’의 재도약을 이루고자 1999년부터 축제를 개최

하게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 축제 기간에는 주얼 팰

리스 60여 개 업체들의 화려한 보석들과 명장들의 

정성과 혼이 담긴 작품 전시들은 보석도시 익산의 

숨결을 전해주는 축제로 1년에 2회 개최되고 있다.
이처럼 독특한 주제를 가지고 축제를 개최하고 

있지만, 축제는 전시 및 체험 중심으로만 운영되고 

있으며, 축제 방문객들이 익산시와 축제에 대한 기

억을 간직할 만한 특징을 가진 문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은 미흡한 실정이다.

III. Methods

본 연구에서는 기본 모티프 선정 및 개발에 있어

서는 익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적 자원의 특성

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익산의 대표적인 문화자원인 미륵사지석탑과 

미륵사지 유적지에서 발굴된 녹유서까래기와를 기

본 모티프로 설정하였다. 선정된 2가지 모티프를 

Adobe Illustrator CS4를 이용하여 새로운 조형적 형

태의 응용 모티프로 전개하고, 이 응용 모티프를 Adobe 
Photoshop CS4를 이용하여 색상을 적용하고, 형태

의 변형과 조합 과정을 통해 패턴화하는 작업을 진

행하였다. 각각의 기본 모티프에 대해 형태 변형과 

색상 적용을 달리하여 각각 2개의 응용 모티프로 

확장시켰다. 이렇게 확장된 응용 모티프는 확대와 

축소, 반전과 회전, 중첩과 재배치 등을 한 후 평이

음과 all-over로 패턴을 전개하여 모두 8개의 패턴

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8개의 패턴은 다시 각각의 

패턴별로 또는 패턴 간의 조합과 변형을 통해 넥타

이 8점, 스카프 8점, 티셔츠 8점에 적용을 시켜 총 

24종의 패션문화상품을 개발하였다. 모티프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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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색상은 익산시를 대표하는 문화 상품을 개발하

는 목적에 부합되도록 익산시 브랜드 슬로건에 사

용되는 CMYK를 그대로 적용하였다. 이는 현재 익

산시에서 홍보물이나 관광지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컬러를 문화 상품에도 동일하게 사

용함으로써 통일감과 친근감을 부여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이를 통해 문화 상품을 구매하는 방문객들

에게 익산의 이미지를 지속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IV. Results and Discussion

1. Development of design motif

1) Motif 1 using Mireuksaji Stone Pagoda
모티프 1은 익산을 대표하는 미륵사지석탑의 형

태를 응용한 익산시의 로고를 재구성한 것으로, 백
제문화 유산인 미륵사지석탑과 익산의 한자 표기 

첫 글자인 ‘더할 익(益)’의 모양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모티프를 단순화 시킨 응용과정에서는 기

본 모티프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는 범위에서 탑

의 직선미를 살린 형태와 곡선미를 살린 2가지 형

<Table 3> Pattern development using Mireuksaji Stone Pagoda

Basic motif Motif application & colorway Pattern 1 Pattern 2

1-1

C20%+M60%, M70%+Y100%, C55%+M90%+Y30%+K35%, C40%+M20%+Y100%

1-2

C20%+M60%, M70%+Y100%, C55%+M90%+Y30%+K35%, C40%+M20%+Y100%

태로 구성하였다. 색상은 익산시의 도시 이미지와

의 통일성을 위해 기존 브랜드 슬로건에 나타난 주

요색상을 사용하였다. 모티프 1-1은 곡선형태의 이

미지를 자연스럽게 강조하기 위하여 그라데이션 

기법을 활용하였고, 모티프 1-2는 탑의 원형에 가

까운 느낌이 살아나도록 직선의 형태로 구성을 하

였다. 패턴 전개는 응용 모티프를 회전, 좌우, 상하 

반전을 시켜 평이음으로 패턴을 전개하였다. 이상

의 내용을 정리하면 <Table 3>과 같다.

2) Motif 2 using lotus motif 
녹유서까래기와는 엽의 연화문 형태를 한 연목

와로서 완전한 형태로 출토되었다. 표면에 칠한 녹

색의 유약은 기와의 두께와 소성도에 따라서 색상

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목와는 서까래기와의 일

종인 특수기와로 둥글고 긴 연목의 끝에 부착하여 

목제의 부식을 막고, 장식을 겸하는 용도로 사용되

었다. 화판부에는 7엽의 연판을 배치하였고, 화판

의 길이에 비해 폭이 넓어 도톰하고, 화판 사이의 

자연스럽게 연결된 돌기부분과 끝부분이 연목와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모티프 2는 익산 미륵사지 유물인 녹유서까래기

와의 문양을 모티프로 재구성하여 패턴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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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 모티프의 색상 역시 익산시 브랜드 슬

로건에 나타난 주요 색상을 그대로 이용하여 기본 

모티프의 특징적 요소를 반영하여 단순화시켜 재

구성한 모티프에 색상을 적용하여 2개의 응용 모티

프로 전개하였다. 2개의 응용 모티프는 이미지의 

확대와 축소를 통한 단순 반복 배열로 패턴을 전개 

표현함으로써 심플함을 나타냈으며, 패턴 2는 응용 

모티프를 확대와 축소, 채도, 명도 그리고 불투명도

<Table 4> Pattern development using lotus motif 

Basic motif Motif application & colorway Pattern 1 Pattern 2

2-1

C20%+M60%, M70%+Y100%, C55%+M90%+Y30%+K35%, C40%+M20%+Y100%

2-2

C20%+M60%, M70%+Y100%, C55%+M90%+Y30%+K35%, C40%+M20%+Y100%

<Table 5> Necktie design

Basic motif Necktie design

Basic
motif

1

Basic
motif

2

를 조정한 이미지를 활용하여 all-over 패턴으로 전

개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Table 4>와 같다.

2. Development of fashion cultural product design

1) Necktie design
기본 모티프 1과 2를 활용한 넥타이 디자인 개

발은 응용 모티프를 확대와 축소, 반전과 회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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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열, all-over 패턴으로 전개한 패턴 1과 패턴 2를 45
도 회전시켜 넥타이에 적용함으로써 모던하고 세

련된 이미지를 나타내도록 하였다. 넥타이 디자인 

개발은 <Table 5>와 같다.

2) Scarf design
기본 모티프 1을 활용한 스카프 디자인은 응용 

모티프 1-1과 1-2를 조합하여 회전과 반복, 확대와 

축소를 통해 각 모티프의 특성이 잘 나타나도록 심

플하게 표현한 디자인과 사각 스카프의 입체적 이

미지 표현을 위해 대칭 구조의 형태로 문양을 배치

함으로써 한국적이면서도 독특한 세련미를 갖도록 

<Table 6> Scarf design

Basic motif Scarf design

Basic
motif

1

Basic
motif

2

<Table 7> T-Shirts design

Basic motif T-Shirts design

Basic
motif

1

Basic
motif

2

디자인 개발하였다. 기본 모티프 2를 활용한 스카프 

디자인은 심플함을 표현한 패턴 1과 화사함과 동양

적인 미를 강조한 패턴 2를 조합, 재배치, 대각선 대

칭 배열, all-over로 디자인을 전개하였다. 이를 정리

한 내용은 <Table 6>과 같다.

3) T-shirts design
티셔츠 디자인은 일반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티

셔츠 형태인 반소매 박스형에 전개를 하였다. 기본 

모티프 1과 2를 활용하여 심플하면서도 모티프의 

특성이 잘 나타나도록 디자인을 전개하였다. 기본 

모티프를 단순화한 이미지를 티셔츠 전면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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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미지 내부에는 응용 모티프를 활용한 패턴

의 이미지를 넣어서 장식적인 요소가 나타나도록 

하였다. 티셔츠 디자인 전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

면 <Table 7>과 같다.

V. Conclusion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경쟁이 심화되는 현

대 사회에서 국가와 지역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

한 다양한 전략을 개발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

여 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은 국가와 지역

에 방문객을 유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이 전략의 핵심은 문화적 차별성이다. 타 국

가나 지역에 없는 문화적 독특함을 현대적인 트렌

드에 적합하게 개발하는 것이 관건이 될 수 있다.
최근 국내 관광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각 지자체들은 방문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만의 특화된 문화 자원을 방문객들의 감성에 맞게 

재해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익산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지역 문화

의 특성을 응용하여 소비자의 감성에 다가갈 수 있

는 패션 문화 상품 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익산시를 대표하는 지역 문화 자원을 모

티프로 하여 익산시를 찾아오는 방문객들의 실생

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패션 문화 상품인 넥타이, 
스카프, 티셔츠에 적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륵사지석탑과 미륵사지 

유물인 녹유서까래기와 문양의 2가지를 모티프로 

재구성하여 패턴으로 적용하였다. 설정된 각 모티

프마다 색상의 변화와 전환, 혼합 등을 통해 4개의 

모티프로 확장시켰으며, 각 모티프를 다른 형태로 

반복시켜 2개의 응용 패턴으로 전개하였다. 기본 

모티프 디자인은 본 연구에서 전개하고자 하는 넥

타이, 스카프, 티셔츠에 적합하도록 디자인의 방향

을 설정하였다. 모티프에 대한 기본 색상은 익산시

의 이미지와의 통일성을 강조하기 위해 익산시 브

랜드 슬로건에 사용하는 CMYK를 그대로 적용하

였다.
향후 본 연구에서 개발한 패턴디자인은 제시한 

아이템 이외에도 모자, 가방, 문구류 등 다양한 상

품 군으로 패턴을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

에 활용도면에서 그 효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

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패션 문화 상품 디자인

이 익산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알리고, 타 지역과

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결과물로 발전되길 바란다. 
앞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익산시 문화 유적지에서 

판매되고 있는 문화 상품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 연

구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필요한 차별화된 패션문

화상품 디자인 개발을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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