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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Beijing Opera is one of the leading representatives of Chinese culture, which 

includes  literature, music, dance, martial arts, and a type of performance that stems from 

the Chinese cultural history that is still relevant toda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fashion-cultural products from the Lian Pu of the Beijing Opera, a Chinese cultural 

tradition that receives abundant positive feedback from around the world, showing its value 

in both academic and practical fields. This study was carried out first as a theoretical 

study of the literature, definition and types of facial make up used in the Opera, as a way 

of examining the formative aspect. Secondly, an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main 

characters, ‘Guan Yu’ and ‘Zhang Fei’ of “The Romance of the Three Kingdoms”, ‘Li Kiu’ 

and ‘Lu Zhishen’ of “All Men are Brothers” and ‘Monkey King’ of “Journey to West”, 

employing the collection belonging to ‘Yongqi Zhao’ who is an expert on the Chinese 

Beijing Opera. Thirdly, two concepts were categorized, based on the analytic results of the 

abovementioned characters, each of which were then further categorized into three sub 

concepts. In regard to cultural development designs, the results of an analysis on the 

facial make-up color, form, and texture of the four main characters were utilized to 

construct the themes,“Modern Chic” and “Traditional Splendor.” The simplest form that has 

been represented in the four figures has been applied to “Modern Chic” to show a mod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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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Ⅰ

중국의 문화는 유구한 역사적 전통을 토대로 동양  

문화권의 시초가 되고 있으며 한국 일본뿐 아니라 , 

동남아시아 문화권까지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노래와 춤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중국의 전통 연극

을 희곡 이라 하는데 중국의 미학적 전통을 계( ) , 曲戏
승하는 전통문화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전통 희곡의 한 종류인 경극은 북경‘ ( : Beijing)’北京

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고 해서 경극 이라고 하며‘ ’

서양에서는 베이징 오페라(Cha, 2005) ‘ (Beijing 

라고 한다 전통 희곡 중 대표성을 띄기 때Opera)’ . 

문에 대극 혹은 국극 이라고도 하며 그( ) ( ) , 大剧 国剧
리스의 희비극 인도의 범극 과 함께 세계 대 , ( ) 3梵劇

고전극으로 여겨진다.  

경극에서는 극본에 묘사된 인물을 표현하거나 인  

물의 연기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의상이나 분장이 유

용하게 사용된다 경극의 독특한 무대 분장을 검보. 

라 하는데 중국의 전통 문화가 응집되어 있( ) , 脸谱
다 검보는 구체적인 선과 화려한 색채로 민족의 이. 

미지를 풍부하게 담고 있는 문화이자 민족의 언어이

다 경극 검보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Lee, 2011). 

펴보면 경극에 대한 기초연구로 가 경극, Du(2011)

의 대 배역의 분장 특성을 고찰하였고4 , Ahn and 

Kim(1999), Cha(2004), Ahn(2008), Moon(2009) 

등은 경극 검보의 색채와 유형 및 검보의 상징적 의

미 등을 연구하였다 중국의 경극을 일본 한국 등. , 

의 무대분장과 비교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등이 일본의 가부키Oh(2006), Ahn(2009) ( )かぶき

와 중국의 경극 분장을 비교하여 연구하였고, 

은 한국의 전통분장은 같은 동양권이지만 Kim(2011)

중국의 경극분장과 동질성이나 유사성을 찾아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검보를 활용한 디자인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져   

Lee(2011), Lee(2010), Lee and Jung(2010), Li, 

등이 아트메이크업과 의상디자Lee and Han(2012) 

인 분야에 검보를 활용하였다. Lee and Jung(2010)

은 검보를 이용하여 아트 네일 메이크업 바디페인, , 

팅 실물을 개발하였고 캐드로 의상디자인을 표현하

였다 은 경극 가면의 특징. Li, Lee and Han(2012)

적인 문양을 분석하고 패치워크 기법으로 실물디자

인을 개발하였다 검보를 활용한 디자인 분야의 선. 

행연구는 메이크업에 관련된 연구가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전통 문화의 하나인 

경극 검보를 활용한 패션문화상품을 디자인하여 중

국 전통문화의 현대적 적용을 모색하고 상품화의 가

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계시장에서 영향력이 강

화되고 있는 중국의 위상을 감안할 때 중국의 전통

문화를 활용한 패션문화상품 개발은 비단 중국시장 

뿐 아니라 나아가 세계시장에 어필할 수 있는 가능

성이 있으므로 학문적 실용적 가치가 있다고 본다, .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방법 및 절차로는   

문헌고찰과 사대기서 주요 인물의 검보를 분석하였

image in which black, white and light blue has been used alongside the vivid red, which is 

a Chinese favorite, to highlight the characters. In “Traditional Splendor”, which is focused 

on the stage art of the Opera, we see more artistic traditions and colors, to further appeal 

to our emotions. Traditional motifs have been applied using traditional Chinese arts, in 

order to develop strong and brilliant colors. The two styles of cultural products were 

developed in the form of women’s scarves and men’s ties; a total of 24 designs were 

expressed, using Illustrator CS6. In the final step, 4 scarves and 6 ties were produced as 

a sample, using high quality silk. The development of these cultural fashion products will 

bring an opportunity to show how Chinese traditional culture can be widely utilized in 

commercial market design.

Key Words 패션문화상품 디자인개발 : fashion-cultural products( ), design development( ), Lian  

검보 중국 대 기서 경극              Pu( ), Chinese Four Major Novels( 4 ), Beijing Opera( )



주욱 김지영 · / 중국 경극 검보를 활용한 패션문화상품 디자인개발 

55

고 이를 토대로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첫째 문헌고, . , 

찰은 경극이나 검보와 관련된 단행본 서적과 선행연

구를 통하여 경극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검보의 정

의와 종류 조형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둘째, . , 

사대기서 주요인물의 검보 분석은 사대기서로 일컬

어지는 삼국연의 수호전( ) , ( ) , 三國演義 水滸傳「 」 「 」

서유기 금병매 중 노골적이( ) , ( )西遊記 金甁梅「 」 「 」

고 음란한 내용으로 금서가 되었고 경극에서 관련된 

내용이 거의 없는 금병매 는 「 」 제외하였다 분석 대. 

상 인물은 「삼국연의」의 관우와 장비, 「수호전」

의 이규와 노지심,「서유기」의 손오공을 대상으로 

하였다 주요 인물의 검보는 . 조영치 의 작품( )永岐赵
집 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는데 조, 中 京「 」国 剧脸谱
영치는 선명한 색채와 절도 있고 아름다운 라인의 

작품으로 검보의 대가로 여겨지기에 선정하였다 셋. 

째 패션문화상품 디자인 개발은 주요 인물 검보의 , 

조형적 특징을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가지 컨셉을 2

정하고 각 컨셉 당 스타일의 디자인을 전개하였2 

다 아이템은 여성용 . 스카프와 남성용 넥타이로 스

타일별 각각 점씩 디자인하여 총 점을 개발하였3 24

다. 디자인은 를 활용하여 도식화 형lllustrator CS6

태로 표현하였고, 각 스타일별로 표면 광택감이 좋 

고 고급스러운 실크 소재를 사용하여 스카프 점과 4

넥타이 점의 실물을 제작하였다4 .

이론적 배경 . Ⅱ

경극 배역  1. 

경극에서 각 배우가 맡은 역할을 항당  ( 이라)行当
고 하며 생, (生 단), (旦 정), (净 축), (丑 의 네 가지로 )

구별된다 배우들은 수련기 때부터 항당이 구분되며. , 

자신의 항당이 정해지면 평생 이 역할을 맡는다( 

Ahn & Kim, 1999). 

생  (生 은 일반적으로 남자 배역을 말하며 운율과 ) , 

노래를 전문으로 한다 중년 이상의 남자역인 노생. 

(老生 과 청년 역인 소생) (小生 무술을 행하는 무생), 

(武生 어린 남자 배역인 왜왜생), (娃娃生 등으로 구) 

분된다 노생은 중년 이상의 충효의직 의 . ( )忠孝 直义

인물을 나타내는 남자 주역을 말한다(Jang, 2012)．

소생은 젊은 남자 역할로 수염을 달지 않는 것이 특

징이고 무생은 무술에 능한 무사 역으로 칼 솜씨를 , 

보여 주는 역을 주로 한다(Moon, 2009)．　 　

단  (旦 은 유일한 여자 역으로 나이 성격 신분에 ) , , 

따라 크게 정단(正旦 화단), (花旦 도마단), (刀 旦马 ), 

노단(老旦 으로 구분한다 정단은 주로 지위가 높은 ) . 

부인이나 열녀와 같은 역할이다 화단은 젊고． 　

활발한 여자 역으로 우아한 춤과 노래 솜씨를 

선보인다 도마단은 무예에 능한 여자 배역으로 . 

강인하면서도 여성의 아름다움을 겸비하고 있다. 

노단은 노년의 여자 역으로 경극에서 가장 사실적인 

연기를 하는 배역이다(Jang, 2012). 

정  (净은 경극 항당 중 가장 중요한 역할로 얼굴)

에 청 백 홍 등의 짙은 색조분장을 하는 것이 특, , 

징적이다 정은 크게 정정. (正净 부정), (副净 무정), 

(武净으로 분류한다 경극에서는 노래) (Jang, 2012). 

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동작이 중시되기 때

문에 노래를 주로 부르는 배역에는 정‘ (正 을 붙이)’

고 동작 위주의 배역에는 부, ‘ (副 를 붙인다 정정은 )’ . 

대화검 이라고 하며 지위가 높은 조정의 충( )大花脸
신이나 강직하고 정의감을 갖춘 인물들을 표현한다

부정은 동작 연기에 치중한 배역으로 (Cha, 2005). 

성격이 용맹하고 호방한 영웅들을 연기한다(Moon, 

무정은 동작 연기를 위주로 하며 젊은 장군2009). 

이나 무사 역이 많다.

축  (丑 은 어릿광대 역이며 우스운 몸짓이나 속된 ) , 

대사로 관객을 웃기는 역할을 한다 축의 (Im, 2012). 

배역은 관리를 연기하는 문축 과 무술을 행하( )文丑

는 무축 으로 구분된다( ) . 武丑

검보의 개념 및 종류  2. 

검보란 경극 분장의 한 종류로 극중 인물을 표현  

하기 위해 얼굴에 하는 진한 전통화장을 말한다 경. 

극의 분장은 배역에 따라 큰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

으로 생과 단의 배역들이 주로 사용하는 분장을 준

분 그리고 정과 축의 배역들이 주로 사용하는 ( ), 俊扮

분장을 검보 라 한다 준분은 연지( ) (Gao, 2008). 脸谱
를 얼굴에 바르고 눈 화장으로 눈썹과 눈초리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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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치켜세워 그리는 등 아름다움을 강조한 반면

검보는 극중 인물의 개성을 표현하기 (Song, 2004), 

위해 가면을 쓴 것처럼 진한 전통화장을 하는 것을 

일컫는다(Cha, 2005).

검 은 얼굴을  의미하며 보 는 형식 계  ‘ ( )’ ‘ ( )’ , 脸 谱
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나름대로의 체계를 가지고 

분장을 통하여 얼굴에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Moon, 

일반적으로 정항과 축항의 얼굴분장을 모두 2009). 

검보식 분장으로 보지만 축항 인물의 얼굴분장은 간

단한 반면 정항의 분장은 화려하고 양식도 다양하

다. 

검보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세분화되어 있는  

데 본 연구에서는 검보에 관한 선행연구인 

Jang(2012), Zhao(2012), Meng(2011), Moon 

등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2009), Luan(2005) 

는 검보를 중심으로 하여 정검 삼괴와검 십자문검, , , 

육분검 상형검 원보검 왜검 승도검 태감검 신선, , , , , , 

검 영웅검 소요검에 대해 살펴보았다, , (Table 1). 

정검  (整① ）脸
정검은 한 가지 색상을 위주로 하여 피부를 표현  

한 위에 각 기관과 부위 주름 근육의 윤곽을 그린, , 

다 피부색으로는 붉은색 흰색 검은색(Jang, 2012). , , 

이 주로 사용되며 그 위에 눈 눈썹 코 입 등의 오, , , 

관과 얼굴결 근육을 그려 인물의 표정과 기세를 나, 

타낸다(Cha, 2005). 

삼괴와검  (三 瓦② ）块 脸
삼괴와검은 정검의 변형으로 이마와 좌우 얼굴 세   

부분에 주요 색채를 칠하는데 이 모양이 세장의 기

와처럼 반듯하다고 해서 명칭이 붙여졌다(Jang, 

2012). 

십자문검  ( )十字③ 门脸
십자문검은 삼괴와검에서 발전된 것으로 이마와   

코 끝 눈을 가로질러 십자를 이루는 형태라 십자문, 

검이라 한다 십자문검은 화십자문검(Moon, 2009). 

과 노십자문검 등으로 세분되며 ( ) ( ) 花十字 老十字门 门
무장의 정면 인물을 표현하는데 사용된다(Jang, 

2012).

육분검  ( )六分④ 脸
육분검은 정검에서 발전되었다 앞이마와 눈 아래  . 

를 한 가지 색깔로 구성하며 눈썹의 형태를 크게 강

조한다 백색 눈썹 부분이 전체 얼굴의 분의 를 . 10 4

차지하며 나머지 색이 전체 얼굴의 분의 을 차10 6

지하여 육분검이라고 하고 혹은 노검 이라고도 ( )老脸
부른다(Jang, 2012).

상형검  ( )象形⑤ 脸
상형검은 일반적으로 초자연적 존재나 동물의 영  

혼을 표현한 것으로서 각각의 상징성과 모양에 기, 

초하여 만들어진다 신선과 요괴를 표현하며 고정된 . 

양식이 없고 주로 신비스러운 느낌을 주는 경우가 , 

많다(Moon, 2009).   

원보검  ( )元⑥ 宝脸
원보검은 삼괴와검에서 변화된 것으로 앞이마와   

얼굴의 색깔이 다르고 형태가 옛날 중국의 둥근 화

폐인 원보와 같아서 원보검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 

보통원보검 도원보검 화원( ), ( ), 普通元 倒元宝脸 宝脸
보검 으로 나눈다( ) .花元宝脸

왜검  ( )歪⑦ 脸
왜검은 좌우대칭을 이루지 않고 오관이 왜곡되게   

그려져 전체적인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이 특징적이

다 삼괴와검에서 발전되었고 색채는 다양하다. . 

승도검  ( )僧道⑧ 脸
승도검은 삼괴와검과 형태가 비슷하며 이마 중앙  

에 붉은 점을 찍어 출가인임을 표시한다 색상은 대. 

부분 백 적 황 청 등을 사용하는데 특히 백색을 , , , , 

많이 사용한다 도교신자는 이마에 팔괘 또는 . ( ) 八卦

태극 을 칠하여 나타낸다( ) . 太极
태감검  ( )太⑨ 监脸

태감검은 백성을 폭정으로 다스리는 환관을 표현  

한다 정검 또는 삼괴와검과 형태가 비슷한데 가늘. , 

게 강조된 눈썹은 교활함을 칼과 비슷한 모양의 눈, 

은 백성을 학살하는 표상이며 수염이 없이 아래로 

처진 입은 잔인함을 상징한다(Jang, 2012).  

신선검  ( )神仙⑩ 脸
신선검은 정검과 삼괴와검에서 발전하여 신선과   

불의 용모를 표현한다 금색과 은색은 신성과 위엄. 

을 상징하며 부처와 같은 존재는 금색으로 부처보, , 

다 낮은 지위의 신은 은색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Jang, 2012). 

영웅검  ( )  英雄⑪ 脸
영웅검은 격투를 하는 인물의 검보로  (M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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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Types of Liampu 

Zhenglian

( )整脸
Sankuaiwalian

( )三 瓦块 脸
Shizimenlian

( )十字门脸
Liufenlian

( )六分脸

Zhongguo-xiqu-lianpu 

p. 36

Zhongguo-jingju-lianpup

p. 90

Jingju-lianpu 

p. 16

Jingju-lianpu 

p. 18

Xiangxinglian

( )象形脸
Yuanbaolian

( )元宝脸
Wailian

( )歪脸
Sengdaolian

( )僧道脸

Zhongguo-xiqu-lianpu 

p. 49

Zhongguo-jingju-lianpup

p. 132

Zhongguo-jingju-lianpup

p. 175

Jingju-lianpu 

p. 23

Taijianlian

( )太监脸
Shenxianlian

( )神仙脸
Yingxionglian

( )英雄脸
Xiaoyaolian

( )小妖脸

Zhongguo-xiqu-lianp

p. 46

Jingju-lianpu 

p. 27

Zhongguo-jingju-lianpup

p. 187

Zhongguo-jingju-lianpu

p. 40

화삼괴와검과 유사한 형태이며 왜검의 형태2011), 

를 띠는 것도 있는데 분장 방법이 간단하고 자유로, 

운 편이다. 

소요검  ( )小妖⑫ 脸
소요검은 신화극 중 천계의 전사나 작은 괴물 소  (

요 등을 표현한 검보로 기본적인 형식은 상형검이)

다 극의 보조역에 해당되며 극 중 주인공과 차별화. 

하기 위하여 비교적 간단하게 표현된다(Moon, 2009). 

검보의 조형적 특성  3. 

색채  1) 

검보는 붉은색 황색 녹색 흰색 검정색의 상오  , , , , 

색 과 보라 남색 분홍색 연두색 고동색의 ( ) , , , , 上五色

하오색 그리고 금 은색 등 십여 종의 색이( ), , 下五色

사용된다 검보는 색채를 통해 극중 인물의 성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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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악 충간 운명 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 .

붉은색은 사람의 얼굴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  

며 대부분 혈기가 왕성하고 정직하고 충성스러우면

서도 강직한 사람의 성격을 의미한다(Ahn, 2009). 

흰색은 유분이 없는 분백 과 유분이 있는 유백( )粉白

으로 나뉘는데 분백은 얼굴 전체를 하얗게 칠( ) , 油白

하며 속셈이 있고 교활한 성격을 상징하고 유백은 , 

거만하고 고집불통으로 독불장군과 같은 성격을 상

징한다 또한 흰색은 신체가 건강하고 (Cha, 2004). 

무예가 뛰어난 승려 등의 인물을 표현하기도 한다

(Meng, 2011). 

검정색은 거칠고 대단한 무력을 지닌 사람을 표현  

하며 말이 많지 않고 웃지도 않아 바라보는 사람들

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 황색(Ahn, 2008). 

은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 난폭하고 간사한 , 

성격을 표현하며 때로는 속셈이 있거나 (Du, 2011), 

용맹한 성격을 나타낸다 한편 녹색은 오만한 사람. 

으로 성질이 포악하고 거칠며 조급한 성격을 표현, 

한다. 

보라색은 혈기는 있지만 비교적 침착하고 정의로  

운 사람으로 충성스럽고 절개가 굳으며 의연한 성격

을 표현한다 남색은 검정색 보다 더 (Moon, 2009). 

사납고 속셈이 있는 인물을 표현하며 굳센 성격을 

나타내기도 한다 분홍색은 주로 충성스(Ahn, 2008). 

럽고 용감하나 나이가 들어 혈기가 없는 중년 또는 

노년의 인물을 의미하며 붉은색과 마찬가지로 덕을 

지닌 사람을 의미하기도 한다(Meng, 2011). 

금색 은색은 신비함을 나타내고 신선이나 요괴를   , 

표현하는데 금색은 장엄하고 신선함을 나타내며 은, 

색은 불교의 낮은 계급의 신을 의미한다. 

형태   2) 

검보의 형태는 얼굴의 부위에 따라 눈썹 눈 코  , , , 

입 이마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검, , 

보에서 일반적으로 장식이 많이 되는 부위인 눈과 

눈썹 이마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눈썹은 의사소통과정에서 보조적인 기능을 하여   

인물의 감정을 표현한다 눈썹은 굵기나 모양 등에 . 

따라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는데 일반적인 눈썹 모양 

외에도 조롱박 형태의 호로미 방망이 형태( ), 葫芦眉

의 봉퇴미 날아가는 박쥐 형태의 편복미( ), (棒槌眉 蝙

등 독특한 모양이 있다) .蝠眉

눈은 눈썹과 함께 얼굴 표정을 결정지으며 감정을   

표현하는 역할을 한다 중국에서 자주 사용되는 사. 

자성어인 미목전정 은 눈짓으로 감정을 ‘ ( )’ ‘眉目 情传
표현한다 는 뜻으로 눈이 사람의 정서나 감정을 드’

러내는 중요한 도구임을 알려준다 눈매를 올려 강. 

인한 인상을 주기도 하고 눈두덩이에 독특한 모양을 

그려 넣어 성격을 보여주기도 한다 완고한 성격을 . 

나타내는 직안 눈을 치켜 뜬 사나운 표정의 ( ), 直眼

첨안 눈꼬리가 아래로 향하는 노안 일( ), ( ), 尖眼 老眼

반적으로 승려들이 많이 사용하는 콩팥 모양의 요자

안 등이 있다( ) (Lee, 2010). 腰子眼

이마는 얼굴에서 큰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상징  

성 있는 물건이나 도안 글자 등을 그려 넣어 인물, 

의 성격이나 운명 등을 표현한다 만물의 이치를 상. 

징하는 태극이나 팔괘 문양을 그려 넣거나 충성스럽

고 용감한 정신을 표현하는 호 자 장수를 의미하( ) , 虎

는 수 자를 그려 넣기도 한다( ) . 壽

문양  3) 

경극은 극중 인물을 표현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검보에 문양을 그려 넣어 인물의 운명 성격 등을 , 

전달한다 극중 인물의 주된 무기나 성격을 표현 할 . 

수 있는 문자나 신분을 표시 할 수 있는 그림 등을 

도안화하여 검보의 눈썹 눈 코 이마 등의 부위에 , , , 

표현한다 여기서는 검보에 자주 사용되는 길상문양. , 

종교문양 문자문양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첫째 길상문양은 윤택하고 넉넉한 삶을 누리고자   , 

하는 욕망을 표현한 것으로 중국인들은 예부터 박

쥐 호랑이 복숭아 모란 소나무 등의 동식물 문양, , , , ․
을 선호하였다 박쥐는 오복을 전달하는 전령의 의. 

미를 함축하며 복숭아는 장수를 상징하고 모란은 , 

꽃이 화려하기 때문에 부귀 존귀한 신분을 상징한, 

다 검보에서는 눈썹 부위에 날아가는 박쥐 형태를 . 

표현하여 복이 있는 인물임을 표현하거나 영웅이나 , 

신선 등의 경우 장수를 상징하는 복숭아 문양을 이

마 부위에 그려 넣기도 한다(Luan,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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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종교문양으로 경극은 종교를 기반으로 하는   , 

작품이 많으므로 도교의 팔괘 불교의 북두칠성 사, , 

리 문양 등 종교 상징 문양이 사용된다 팔괘는 자. 

연계 구성의 기본이 되는 하늘 땅 못 불 지진 바람· · · · · ·

물 산 등을 상징하여 중국 도교의 도사들에게 자주 ·

사용된다 칠월 칠석날 북두칠성을 바라보면서 칠성. 

신 에게 장수와 복을 비는 풍속이 있기 때문( )七星神

에 북두칠성 문양은 장수와 복을 상징한다 사리 문. 

양은 참된 불도 수행의 결과로 생긴 것으로 불교의 

상징물로 사용된다. 

셋째 문자문양으로 극중 인물의 운명이나 성격  , , 

신분 등을 직접적으로 표현한다 주인공의 성격이나 . 

극 중의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충 수( ), ( ), 忠 寿
효 호 등의 단어가 사용된다 글자체의 양( ), ( ) . 孝 虎

식은 정자 전서 초서 등이 있는( ), ( ), ( ) 正字 篆 草书 书
데 배역의 얼굴 형태에 따라 적당히 변형시켜 이마

나 미간 양쪽 뺨 부위 등에 사용되며 특히 이마 부, 

위에 많이 사용된다(Luan, 2005).  

사대기서 주요 인물 검보의 특징. Ⅲ

사대기서   1. 

사대기서 란 중국 명대에 출간된 장편   ( )四大奇書

소설 중 내용과 형식에 신기 함이 있으며 예술( )新奇

성이 뛰어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끼친 네 권

의 소설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서유기 삼국연,」 「

의 수호전 금병매 를 뜻하며 , ,」 「 「 」 특히 인물의 행

동이나 심리가 재미있게 묘사되어 대중들에게 큰 인

기를 끌었다 사대기서 중. 「금병매」는 노골적이고 

음란한 내용으로 금서가 되어있으며 경극에서 관련

된 내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

다. 

서유기  1) 

명 대에 오승은 이 지은 서유기 는   ( ) ( )明 吳承恩 「 」

당나라의 유명한 승려인 현장 이 불경을 구하( )玄奘

기 위해서 인도로 여행했던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쓰여진 것으로 신비하고 과장된 묘사가 첨가되어 탄

생하였다 서유기는 초현실적인 묘사와 (Lee, 2006). 

독특한 상상력으로 인해 중국 판타지소설을 대표하

는 작품이라 할 수 있으며 오늘날까지도 널리 회자

되고 있는 대중적인 작품이다(J. Kim, 2009). 

삼국연의   2) 

  삼국연의 는 「 」 명 대에 나관중 이 한나( ) ( )明 中罗贯
라 말기부터 약 년간 을 배경으로 하여 100 (184-280)

야사와 잡기를 근거로 쓴 소설로 촉 위, ( ) ( )蜀 魏、 、

오 세 국가 간의 투쟁사가 주요내용이다 삼국( ) .「吴
연의 의 스토리는 많은 사건과 인물로 구성되어 있」

고 등장인물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명 대에 희곡 . 

장르로 발전하였고 청 대 말기에 이르러 수준 높은 

경극인 삼국희 가 되었다 또한 경극 외에‘ ( )’ . 三国戏
도 지방희 등의 삼국희 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 ’

많다(O. Kim, 2009). 

수호전3) 

수호전 은 중국 최초로 백화문 으로 쓰 ( )白 文「 」 话
인 장회소설 로 충의수호전 이( ) ( )章回小 忠 水说 义 浒传
라고도 한다 주요 내용은 북송 때 송강. ( ) ( )北宋 宋江

을 수령으로 한 명의 영웅호걸들의 이야기로 중108 , 

국 봉건사회의 통치계급과 민중의 투쟁을 주제로 한 

고전 명작이라 할 수 있다. 

사대기서 주요인물 소개와 검보의 특징    2. 

손오공  1) 

손오공 은 동승신주의 오래국 화과  ( ) ( ) 孫悟空 傲來國

산 의 영험한 돌의 알에서 태어나 처음에는 ( )花果山

미후왕 이라 칭했다 여의봉 을 손에 ( ) . ( )美猴王 如意棒

들고 다양한 동물 인물 등으로 변신할 수 있고 십, 

만팔천리도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현장법사의 수제자가 되어 인도까지 여행하며 불교

경전을 손에 넣는 일을 도와주게 된다(Lee,  2007). 

손오공은 불경을 가져오는 과정 중에 용감무쌍한 모

습과 유머러스하고 기지가 넘치는 행동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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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오공의 검보는 신화나 소설 속 인물을 형상화한   

상형검으로 얼굴 전체가 원숭이 형상을 나타내는 것

이 특징적이다 얼굴 이목구비 부분에 빨강색이 주. 

요색으로 사용되어 손오공의 용감하고 정의로운 이

미지를 연출하고 있으며 금색의 눈과 얼굴 주변의 , 

은색장식으로 신화 속 인물을 표현한다. 

얼굴의 전체적인 형태를 보면 눈꼬리가 살짝 올라  

가고 원숭이의 얼굴형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둥근 콧망울과 아주 작은 입모양을 하고 (Table 2). 

있으며 양 턱 부분에 음영을 주어 원숭이 특유의 , 

홀쭉한 얼굴형을 강조했다 볼이나 얼굴 전체에 짧. 

고 검은 선을 그려 넣어 털을 표현하였다 문양을 . 

보면 이마부분에 주광 문양을 그려 넣어 불문, ( ) 珠光

의 제자를 상징하였다( ) (“Jing Ju lian Pu Ren 佛门
서유기 내용의 한 부분으로 Wu Man Tan”, 2007). 

구성된 희극인 뇨천궁 를 살펴보면 서왕( ) , 天「 」闹 宫
모가 불로장생 의 복숭아를 키우고 있어 ( )不老長生

모든 신선들을 초대해 함께 나눠 먹었는데 손오공만 

제외하였고 이 사실을 알고 격분한 손오공이 천상을 

혼란시키고 신선들과 싸워 승리한 이야기를  표현하

기 위해 손오공의 이마부분에 복숭아 문양을 그려 

넣기도 한다. 

장비    2) 

Table 2. The Liampu of the Main Characters in the "Chinese Four Major Novels of Wonder"

Sunwukong

( )孫悟空

Zhangfei

( )張飛

Guanyu

( )關羽

Luzhishen

( )智深鲁
Likui

( )李逵

L i a

mpu

Zhongguo-jingju-

lianpu, p. 120

Zhongguo-jingju-

lianpu, p. 82

Zhongguo-jingju-

lianpu, p. 33  

Zhongguo-jingju-

lianpu, p. 88

Zhongguo-jingju-

lianpu, p. 68

장비 는 삼국연의 에서 민중적 영웅으로   ( )張飛 「 」

그려지고 있으며 폭넓은 환영을 받아 온 인물이다. 

성격이 호쾌하여 생각한 바를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

는 기질의 인물이다. 관우 유비 등과 함께 도원결의·

를 하여 의형제를 맺고 젊은 시절부터 유비를 모셨

고 관우를 능가하는 맹장으로 이름을 떨쳤다 장비, . 

는 용맹스러우면서도 성질이 불같고 거칠어 영웅적

인 위엄과 더불어 성급하고 난폭한 성품을 보인다. 

장비의 검보는 십자문검의 형태로 이마에서 수염  

으로 연장된 세로선과 두꺼운 눈에 의한 가로선으로 

형태를 분할하여 강한 인상을 준다 이목구비에 흑. 

색을 많이 사용하여 지혜로우면서 용맹스러운 성품

을 표현하고 뺨 부분에는 분홍색을 사용하여 덕망이 

높고 충성스러운 이미지를 표현한다. 

장비의 검보는 화려하고 장식적으로 변형된 눈썹  

이 특징적이다 얼굴 근육을 움직일 때마다 두껍고 . 

눈꼬리 위로 그려진 굽이치는 눈썹이 관중에게 웃는 

모습으로 전달될 수 있다 신전상삼국(Kim, 2008).「

지평화 에 장비의 외모에 대한 ( )新全相三 志平 」国 话
표현을 보면 표범머리에 둥그런 눈 제비 같은 입, ‘ , 

매에 호랑이 같은 수염 이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굽’ , 

이치는 눈매와 화려한 눈썹은 장비의 표범 머리 라‘ ’

는 역사적 기재와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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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검보는 이러한 역사적 기술에 의거하면 박쥐모양

의 웃는 눈매와 이마의 나비문양을 한 무장이이며 

낙천적인 성격을 상징하고 있다(Jung, 2013).

관우  3) 

삼국연의의 관우 는 촉 나라의 무장으로  ( ) ( )關羽 蜀

삼국연의 에서 충신의 전형으로 등장한다 관우. 「 」

는 강경하면서도 겸손하고 유비에 충성하며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인물로 그려져 충의 신의 용맹 인, , , 

의 지혜의 모습을 보여준다 관우는 수염이 아름답, . 

다고 하여 미염공 이라는 별명으로 불렸고 ‘ ( )’美髥公

후세에는 관공 으로 존칭되었다‘ ( )’ . 公关
관우의 검보는 얼굴 전체를 붉은색으로 칠한 다음  

에 오관을 그린 정검의 형태로 특별한 장식 없이 얼

굴 전체에 붉은색을 사용하여 용감하고 정의로운 성

격을 표현한다. 

눈은 단봉안 바깥쪽 눈꼬리가 위로 약간   ( : 丹 眼凤
올라간 눈 의 형태로 중국 민간에서 단봉안의 사람)

은 용감하고 충성스러우며 정의롭다고 여겨진다 이 . 

눈은 관우만 사용할 수 있다 눈썹은 (Luan, 2005). 

방망이형의 봉퇴미 나 한쪽 미간은 위를 향( )棒槌眉

하고 다른 한쪽 미간은 아래로 향한 응미 등( ) 凝眉

의 형태를 보인다 이마 위에 검은 무늬나 주름 같. 

은 선이 있는데 이는 무장인 그가 천수를 다하지 , 

못하고 죽고 마는 것을 암시한다 관우(Lee, 1998). 

의 검보는 간결하고 위엄 있는 표현이 특징적이다. 

노지심  4) 

노지심 은  ( )智深鲁 수호전 에 등장하는 승려로 「 」

키가 척에 이르고 등에 꽃 문신을 새겨 화화상8 (花

이라고도 불렀다 말술을 마셨고 언행이 거칠) . 和尙

어 난폭하고 괴팍한 성격의 인물로 용맹과 지략을 

겸한 인물이다(Jin, 2010).

노지심의 검보는 정검의 형태로 건강하고 무예가   

뛰어난 승려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흰색을 주

색으로 사용하며 볼 부분에는 분홍색을 사용하여 , 

용감한 인물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눈은 약간 둥글고 긴 콩팥형인 요자안 의   ( )腰子眼

형태를 하고 있는데 그의 눈 모양은 사원에 있는 , 

나한의 인물상들의 반쯤 감은 눈 모습에 근거하였다

고 한다 눈 밑의 선은 웃을 때 얼굴에 (Luan, 2005). 

잡히는 주름을 표현한 것이다 입 주변에 그려진 소. 

용돌이 형이나 파상형의 장식은 짧은 수염이 거칠게 

자라 있는 모습을 표현하는데(“Qi Ru Shan Lian 

승려역을 맡은 인물 대부분이 이 검보Pu”, 2010), 

를 사용한다 또한 눈썹 부분에 많은 점이 그려져 . 

있는데 이는 불문의 제자로 계율을 지켜야 함을 의

미한다(“Jing Ju lian Pu Ren Wu Man Tan”, 

이마 중앙의 붉은 점은 불도 수행의 결과로 2007). 

생기는 사리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대체로 노지심. 

의 검보는 둥근 눈꼬리와 웃을 때 얼굴에 잡히는 주

름이 부드러운 이미지를 보여주며 장식적인 수염표

현이 특징적이다.

이규   5) 

이규 는 수호전 에 나타난 영웅 명 중   ( ) 108李逵 「 」

한명으로 성격이 독특한 인물로 쌍 도끼를 휘두르는 

술고래로 그려지며 하층민 출신이다 생(Kim, 2001). 

김새가 검고 사납게 생겨서 흑선풍 이라고 ( )黑旋风
불렸다 정의롭고 충성스러우나 성격이 급해서 오해. 

를 부르기도 한다 강직하고 용맹스러우며 거친 인. , 

물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때로는 익살스러운 

모습도 보여준다(Jin, 2010). 

이규의 검보는 십자문검의 형태로 십자형으로 구  

획화하여 강인한 인상을 표현하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나운 느낌을 준다 강한 힘을 상징하는 검정색. 

을 주색으로 사용하지만 빨강색 흰색 분홍색 등 , , 

다양한 색채도 많이 사용된다. 

특히 코 모양이 특징적인데 나선형의 무늬처럼   , 

생겨 흑색의 큰 바람을 의미하는 이규의 별명인 흑‘

선풍 을 암시한다 이규의 검보는 색상’ (Luan, 2005). 

이 매우 다채롭고 변형된 코와 함께 이마와 턱의 화

려한 무늬가 특징적이다(“Xi Qu Lian Pu Li Kui”,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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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문화상품 디자인 개발. Ⅳ

1. 디자인 컨셉 설정

사대 기서 주요인물 검보의 조형성을 살리면서 인  

물의 캐릭터와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디자인 

컨셉을 선정하였다 주요인물 검보를 분석한 결과. , 

첫째 사대기서 인물들의 전체적인 캐릭터를 살펴보, 

면 호쾌하면서 용맹스럽고 남성적인 이미지가 강하

다 이들의 검보에서는 굵고 강한 눈매 치켜 올라. , 

간 눈썹 등으로 강한 의지가 나타난 경우가 많았고 

굵은 수염으로 풍부한 경험과 연륜을 상징적으로 표

현하였다 둘째 검보는 경극의 무대 예술을 위한 . , 

분장이므로 과장된 표현과 극적 효과 연출이 중요하

다 눈썹 모양이 독특하게 변형되거나 이마에 화려. 

하고 과장된 장식 문양이 사용된 경우도 많았다 이. 

와 같은 특성을 반영하여 크게 두 가지의 디자인 컨

셉을 설정하였다. 

첫 번째 컨셉인 는 검보의 이미지  ‘Modern Chic’

를 현대적 감성으로 표현한 것으로 사대인물 검보 

중 이목구비의 표현이 강조된 단순한 형태의 검보에

서 영감을 받았다 장비 관우 노지심 이규의 검보. , , , 

를 사용하였고 원숭이를 형상화하면서 장식적인 특, 

성이 큰 손오공의 검보는 제외하였다 이들 검보는 . 

검정색 흰색 붉은색을 주색으로 사용하여 장식이 , , 

거의 없이 단순한 형태미를 보여주고 있다. 

의 디자인은 현대적인 감각으로 세  ‘Modern Chic’

련되게 표현하기 위하여 검보의 다른 장식적인 요소

들을 배제하고 이목구비를 모티브로 최대한 단순화

시켜 표현하는 것이 포인트이다 모던한 이미지를 . 

주는 블랙 화이트 그레이 컬러를 메인 컬러로 활, , 

용하고 중국인이 선호하는 레드를 포인트 컬러로 사

용하여 생동감 있게 인물의 특성을 살리도록 한다.　 

두 번째 컨셉은 로 검보가   ‘Traditional Splendor’

경극 무대를 위한 분장예술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

추어 전통적이면서 화려한 감성을 표현하고자 하였

다 명대에 완성된 사대기서 주인공들이 경극 분장. 

을 통해 재현되는 것을 떠올리며 전통적이면서 화려

한 느낌으로 표현하였다 장비 손오공 노지심 이. , , , 

규의 검보를 사용하였고 관우의 검보는 장식이 거의　

없이 매우 단순한 형태이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다양한 색채 전통적인 문양 과장되고 화려한 표현 , , 

효과를 강조하여 표현하였다. 

의 전통적인 이미지를 표현  ‘Traditional Splendor’

하기 위해 모티브 디자인을 실시하였고 중국의 　 　 　

전통적인 소품과 문양 등에서 영감을 얻어 서브 모

티브로 활용하였고 블루 레드 블랙 컬러를 사용하, , 

여 화려한 배색으로 전개하였다.

  패션문화상품의 디자인 개발 및 작품 제시2. 

모티브 디자인  1) 

  (1) Modern Chic

  Modern Chic 디자인은 과 같이 사대기서  Table 3

주요 인물의 캐릭터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얼굴의 표정이나 이미지를 좌우하는 이목구비를 중

심으로 이를 단순화하여 표현하였다. 

모티브 는 장비 관우 이규 노지심의 검보를   1-a , , , 

이용하여 인물의 얼굴을 반쪽 씩 사용하면서 강한 

이목구비를 강조하여 인물들의 신의 충의의 이미지, 

를 모던하게 표현하였다 모티브 는 를 바탕. 1-b 1-a

으로 눈매를 중심으로 라인을 더욱 생략하여 표현하

였다. 

모티브 는 장비의 검보를   2-a 이용하였다 십자문. 

검 형태의 특징을 활용하여 이마에서 수염으로 이어

진 세로선을 바코드의 형태로 연장시켜 표현하였다. 

대량의 데이터를 신속하게 입력할 수 있는 현대 디

지털 시대의 바코드와 접목시켜 전통과 현대의 소통

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모티브 . 2 는 모티브 -b

를 더욱 단순화하며 상하 대칭시켜 강인하면서2-a

도 현대적인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2) Traditional Splendor

모티브 는   3-a 노지심과 이규의 검보를 이용하였

다 중국의 전통 청화백자의 이미지를 접목시켜 검. 

보의 반쪽 면에서 보이는 형태감이 강조되도록 블루 

컬러로 색상을 통일하였고 장식적인 문양과 함께 화

려하게 표현하였다 모티브 는 모티브 개를 겹. 3-b 2

치며 중첩되게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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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otifs Design 

Modern 

Chic

1 2

1-a 1-b

2-a 2-b

Traditional 

Splendor

3 4

3-a 3-b
4-a 4-b

모티브 는 이규의 검보를 이용하였고 중  4-a, 4-b

국 전통의 전지 표현기법에서 영감을 얻어 표( ) 剪纸
현하였다 전지는 . 종이를 가위나 칼로 끊어 여러 가

지 형태를 나타내는 민간예술로 판화와 가까운 시각

적 효과를 준다 전지와 같은 느낌으로 이규의 눈썹. , 

이마 부분을 등불 안에 배치하고 복 자와 길상‘ ( )’福

의 의미가 있는 매화 나비 등의 문양을 투각된 느, 

낌으로 처리하여 복을 기원하는 염원을 표현하였다. 

패션문화상품 디자인   2) 

  (1) Modern Chic

의 스카프 은 모던 모티브 를   Modern Chic 1-1 1-a

일자로 한쪽에 배열하고 다른 쪽에는 모티브 를 1-b

크게 배치하여 스카프를 접어서 착용할 때 서로 다

른 느낌을 연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어깨에 둘러서 . 

아래로 늘어뜨려 착용할 때에도 검보의 형태감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얼굴의 방향을 배치하였다 스카프 . 

는 모티브 에서 노지심과 관우의 반쪽 얼굴1-2 1-a

을 정 가운데 배치하고 이규와 장비의 반쪽 얼굴을 

사방에 배치하였다 화이트 블랙 쿨 그레이 컬러를. , , 

사용하여 모던한 느낌을 전달하였고 전체적으로 십

자형의 구조로 안정감 있게 표현하였다 스카프 . 1-

은 모티브 에서 눈매 부분을 중심으로 상하 1-b３

대칭으로 배치시키고 양쪽에 사각 도형을 일정한 간

격으로 배치시켰다 쿨 그레이 컬러로 테두리 라인. 

을 처리하여 산뜻하고 경쾌하게 표현하였다.

의 넥타이 은 모티브 에서   Modern Chic 1-1 1-b

이규와 장비의 얼굴을 상하로 배치하여 모티브의 일

부가 자연스럽게 잘려 나가도록 하여 과감하면서 세

련된 이미지를 주도록 하였다 넥타이 는 그레이 . 1-2

컬러의 모던한 컬러감을 바탕으로 넥타이의 하단에 

모티브 를 두 줄로 배치하고 그 사이에 라인을 1-a

넣어 모던하게 연출하였다 넥타이 은 모티브 . 1-3

의 반쪽 얼굴을 작은 크기로 패턴화시켜 올 오1-a

버형으로 배치한 것으로 모던한 느낌의 쿨 그레이 

컬러에 전개해 세련되면서도 은은하게 표현하였다. 

의 스카프 은  Modern Chic 2-1 모티브 를 대 2-b

담하게 원 포인트로 적용한 것으로 스카프의 양 끝

에 바코드의 형태와 함께 블랙 레드 그레이 컬러, , 

의 스트라이프 패턴이 기하적인 라인으로 매치된다. 

스카프 는2-2 모티브 를 십자 형태로 매치하며  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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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rves Ties

Modern 

Chic

1

1-1

1-2 1-3
   1-1         1-2         1-3

2
2-1

2-2 2-3
   2-1         2-2         2-3

Traditional 

Splendor

3
3-1 

3-2 3-3    3-1        3-2          3-3

4
4-1

4-2 4-3     4-1        4-2           4-3

Table 4. Illustrations of the Fashion Cultural Products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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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도 음영 처리를 한 그레이 컬러의 사각형을 

배치하여 통일감을 주었다. 스카프 은2-3 모티브  

를 중앙부의 정사각형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둘2-a

러 배치하고 테두리에는 바코드 문양을 장식하였다. 

직선과 곡선의 형태감이 조화를 이루며 레드 화이, 

트 블랙의 산뜻한 컬러감이 현대적인 느낌을 전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의 넥타이 은 전체를 블랙 컬러Modern Chic 2-1

로 하고 모티브 를 넥타이의 하단 부분에 원 포2-a

인트로 배치한 것으로 검보 디자인이 시선을 집중시

키며 독특하고 세련된 느낌을 준다. 넥타이 는 2-2

Table 5. The Developed Fashion Cultural Products (Scarves and Ties)

Modern 

Chic

1-1 2-1

Traditional 

Splendor

3-1 4-1

모티브 를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한 후 블랙 화2-a , 

이트 레드 컬러의 스트라이프 패턴과 매치시켜 패, 

턴화 하였다. 넥타이 은 2-3 모티브 를 회전하여 2-a

사선방향으로 적용시켰다. 

  (2) Traditional Splendor

의 스카프 은   Traditional Splendor 3-1 모티브 3-a

를 이용하여 상하 대칭구도로 배치하였고 레이스처

럼 처리된 원형의 모티브로 장식적인 효과를 강조하

였다 스카프 는 . 3-2 모티브 를 연속 패턴으로 3-b

표현한 것이며 가장자리를 전통적인 직물 문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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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하였다. 스카프 은 3-3 모티브 를 전면에 원 3-a

포인트로 크게 확대하여 배치하고 네 모서리에 장식

문양을 배치하여 화려하게 표현하였다.

  의 넥타이 는 스카Traditional Splendor 3-1, 3-2

프 의 패턴과 통일하여 한 세트의 느낌으3-1, 3-2

로 연출하였다 넥타이 은 . 3-3 모티브 를 기하학3-a

적인 문양과 조합하여 도안화시켰다.

의 스카프 은   Traditional Splendor 4-1 모티브 4-a

를 양쪽에 배열하면서 좌우측의 컬러감을 다르게 적

용하여 변화감을 주었다 스카프 는 . 4-2 모티브 4-a

를 일정한 간격을 배치하면서 중국 전통 등불인 등

롱 문양을 활용하여 행운을 상징하며 전통적( ) 燈籠

인 느낌을 연출하였다. 스카프 은 4-3 모티브 를 4-b

응용하여 연속 패턴으로 표현하였고 매화 문양을 서

브 모티브로 활용하였다.

의 넥타이 은   Traditional Splendor 4-1 모티브 4-a

를 육면형 속에 도안화 한 후 배경을 블랙 컬러로 

적용하여 전통적인 느낌을 표현하였다. 넥타이 4-2

는 모티브 의 라인만을 사용하여 여백 없이 패4-a

턴화하면서 정교한 느낌으로 연출하였다. 넥타이 

은 4-3 모티브 를 도 회전하여 작용시켰다4-a 45 .

검보를 활용한 문화상품 디자인을 그림으로 제시  

하면 와 같고 각 스타일의 번을 실크제품Table 4 , 1

에 를 이용하여 실물 스카프와 넥타이로 제작한 DTP

결과물은 와 같다Table 5 . 

결론. Ⅴ

본 연구는   중국의 사대기서인 서유기 삼국연의, , 

수호전 등의 주요인물인 손오공 장비 관우 노지, , , 

심 이규의 경극 검보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패션문 

화상품 디자인을 제시함으로써 전통문화와 접목한 

패션디자인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중국 사대기서 주요 인물의 경극 검보를 살펴보면 

기본형인 정검과 변화형인 십자문검이 많이 사용되

었고 손오공은 원숭이를 표현하는 상형검의 형태를 

띄고 있다. 검보의 색채는 인물의 성격을 표현하는 

역할을 하여 관우는 충의 신의를 대표하여 붉은색, 

이 전면적으로 사용되었고 장비와 이규는 거칠고, , 

난폭하면서도 호쾌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검정색이 

많이 사용되었다 특히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 이규. 

는 검정색 외에도 영웅을 의미하는 흰색이나 덕을 

지닌 사람을 의미하는 분홍색 등이 사용되었다 손. 

오공은 충성심이 높기 때문에 붉은색 금색 은색이 , , 

사용되었다. 

  검보의 형태적 특징은 손오공은 홀쭉한 얼굴형으

로 원숭이의 형상을 표현하였고 장비는 소설을 근, 

거로 표범머리의 동글한 형태 나비형의 눈썹이 강, 

조되었다 관우는 충의 신의의 대표적 인물로 얼굴 . , 

전체를 붉은색으로 하고 미간 주름을 강조하였고, 

노지심은 얼굴이 전체적으로 화려하며 승려의 신분

을 상징하기 위해 미간 부위에 사리를 표현하였다. 

복합적인 성격의 이규는 표정이 역동적이며 이마, 

턱에 화려한 무늬를 강조하였다. 검보의 문양은 노

지심과 손오공은 이마부분에 신분을 상징하는 문양

이 그려져 있으며 이규 관우 장비 등 나머지 인물, , , 

들은 이목구비자체가 문양화되어 표현되었다.  

 사대기서 주요인물 검보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현대적인 패션문화상품을 개발하였다.  ‘Modern 

와 를 컨셉으로 각 가Chic’ ‘Traditional Splendor’ 2

지 스타일을 디자인하였고 각 스타일 별로 스카프 3

점 넥타이 점 씩 개발하여 총 점의 스카프와 넥, 3 24

타이를 제시하였다 각 스타일 별로 점씩 실물을 . 1

제작하여 실물 스카프 점 넥타이 점을  4 , 4 최종 개발

하였다 에서는 인물의 이미지를 잘 전. Modern Chic

달할 수 있도록 이목구비를 강조하고 나머지 부분은 

생략하여 모던한 느낌을 주고자 하였다. Traditional 

에서는 중국 전통의 예술 양식이나 소품Splendor , 

문양 등을 부각시켜 검보가 지닌 고유의 조형성과 

장식성을 강조하여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패션문화상품은 소비자의 감성적인 욕구를 충족시  

키는 동시에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면서 자연스럽게 

문화적 가치를 홍보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본 패

션문화상품 개발은 중국이 전 세계 시장에서 중요한 

패션 소비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현 시점에 한국시장

과 중국시장 나아가 세계시장을 겨냥한 것이며 동, , 

북아 문화의 중심지로 역사적 전통을 자랑하는 중국

의 전통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를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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