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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a plan for establishing Korea's cultural identity and its competitive edge in the 
world market and for enhancing Korea’s cultural status, creative and unique high 
value-added cultural products need to be developed utilizing our inherent cultural 
assets. Accordingly, this study focused on the development of the design of fashion 
cultural products that utilize the convergence of Hangeul our peculiar font style and 
Korea's cultural heritage, which is registered as part of UNESCO’s World Heritage. 
A design method was devised that converges archetypal images of cultural property 
with the unique Hangeul font in a way that targets Korea's symbolic architectures. 
The symbolic architecture includes Korea’s world-heritage pagoda architecture, such 
as Seokgatap pagoda and Dabotap pagoda at Bulguksa temple. It also included the 
architecture of royal palace, such as Injeongjeon hall at Changdeokgung palace. 
Finally, it also included the architecture of the fortress wall, such as Paldalmun gate 
in Hwaseong fortress. Thus, by developing cultural assets made from a convergence 
between architecture and the Hangeul font as a consumer-product image that has 
universality, the possibility of cultural products was pursued by applying color 
planning after an analysis that involved extracting the compositional colors of the 
flags of the world. This research and approach will lead to opportunities for further 
progress for Korea's cultural products in the global market as a results of additional 
recognition for their value, excellence, and universal app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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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문화산업이 국가의 경쟁력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문화의 시대이기도 하다. 세계 각국에서는 세계

화로 인하여 국가나 민족의 정체성이 희박해짐에 따

라 각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자국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보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

는 경향이다. 세계의 문화 선진국들은 자국의 고유문

화를 세계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타 문화와는 차별되

는 독창성을 강조하고 있다(Chung, 2011). 우리나라

에서도 드라마, 영화, K-POP 등을 통하여 세계적인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으며, 그에 따른 국가적 차원

에서 문화를 국가 발전의 핵심 요소로 간주하여 한

글, 한식, 한복, 한옥, 한지, 한국음악 등 6대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한(韓) 스타일(Han Style)사업을 진행

하였다(Nam, 2011). 즉,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한국의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적 위상을 높이

기 위해서는 우리 고유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한 고부

가가치의 창의적인 문화상품 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하

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세계화 흐

름에 따라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문화 아이콘으로 우리의 고유한 한글과 유네스코 세

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건축물을 융합한 패션

문화상품을 개발하고자 한다.      
한글의 창제원리를 담고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은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한
글은 한류 전파와 함께 해외 보급이 확산되고 있다. 
한글은 한글 자체의 내재적인 가치 즉 디자인적 미적 

감각 요소와 신비로움, 과학성과 합리성 등이 주요 

요인이 되어 세계인의 합리성과 감성에 호소하는 바

가 크다고 할 수 있다(Sin, 2005). 따라서 한글은 우리

나라 문화의 정체성을 가장 집약적이고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소재가 될 수 있으므로(Sohn, S. M., 
2007), 한글의 독창성 및 우수성을 외국인들도 공감 

할 수 있도록 한글을 소재나 주제로 하는 문화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Hong, 2008). 한글을 활

용한 디자인 개발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한글 폰트 디자인 관련 연구(Choi & Hong, 2008a; 
Choi & Hong, 2008b; Kim & Park, 2008), 한글 캘리

그래피 디자인 표현 유형에 관한 연구(An & Song, 
2014; Kim, 2015), 한글의 자음과 모음, 단어와 문장, 
이미지를 패턴화한 디자인 개발 연구(Chung, 2011; 
Kim, M.-H, 2011; Kim, 2015; Lee & Kim, 2012; Oh, 

2015; Sung & Kim, 2007) 등이 있으며, 한국의 세계

유산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세계문화유산 경쟁력 

강화와 문화유산을 보존, 복원하기 위한 디지털 개발 

및 교육에 관한 연구(Ban, 2016; Hwang, 2014) 등이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한글을 한국 고유

의 문화를 알리는 디자인 개념으로 보아 한글을 활용

한 연구와 디자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글을 활용한 디자인 개발 연구

는 자음과 모음을 분해하여 패턴화한 연구가 대부분

이라서 한글의 구조적인 형태와 특성을 제대로 살리

지 못한 경향이 있다. 또한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우리의 문화유산에 대한 학문적인 접근에서의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으나, 우리나라의 고유한 역사

와 탁월한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은 한국의 세계유산

을 세계에 널리 홍보할 수 있는 패션문화상품 개발과 

관련된 연구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전통문화를 기초로 하여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는 패션문화상품을 개발하기 위

하여 세계에서 유일한 문자인 한글과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등재되어 세계적으로 객관적인 가치를 인정받

은 문화유산 건축물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디자인 이

미지를 개발하고자 한다. 한글과 문화유산의 융합을 

통한 문화상품 디자인 개발은 세계 속에서 우리 문화의 

고유성과 독창성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패션문화상품에 한글을 적

용하되, 그 의미와 조형적 특징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

는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중에서 탑, 궁궐, 성곽을 상징하는 건축

물을 선정하여 독창적인 한글 글자꼴 디자인을 융합

하는 방식을 구현하였다. 일반적으로 국가를 상징하는 

이미지에 국기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어(Nam, 2011), 
한국의 전통문화 이미지를 세계화하기 위해서 각 나

라를 대표하는 국기에 사용된 공통 색상을 적용하고

자 하였다. 패션문화상품의 아이템으로는 파손의 우

려가 적어 국내외 소비자와 여행객들에게 쉽게 전달

될 수 있는 가방, 스카프, 넥타이 등 패션소품에 적용

하여 상품화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이를 통하여 한글 

글자꼴과 한국의 문화유산의 정체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패션문화상품을 개발하여 글로벌 문화시장에서 

우리 문화상품의 가치와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하였다. 또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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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연구와 시도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패션문화상품이 그 가치와 우수성을 인정받고 한층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글 글자꼴을 활용한 디자인의 범

위를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문화유산 중에서 탑, 궁
궐, 성곽 건축물 세계유산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

는 건축물인 불국사의 석가탑․다보탑, 창덕궁의 인

정전, 화성의 팔달문 등으로 제한하였다. 한국의 세계

문화유산 중에 디자인의 연구 대상을 건축물로 선정

한 이유는 건축물의 구조가 방형, 장방형, ‘ㄱ’자형과 

‘ㅁ’자형이 가장 일반적이기 때문에 기하학적인 글자

꼴과 융합하였을 때, 가독성 있는 문화유산 건축물 이

미지를 표현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한글 글자꼴의 범위는 1995년에 문체부에서 개발 보

급한 훈민정음체 자음 19자, 모음 10자 등 총 29자로 

제한하였다. 디자인 개발의 이론적 배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와 관련 서적, 도록, 인터넷 사이트에

서 정보를 수집하고, 문헌 고찰과 현지답사를 실시한 

후, 이를 근거로 디자인 연구 및 개발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첫째, 한글 글자꼴의 유형, 한글을 활용

한 디자인 개발 연구 동향, 한글을 이용한 패션문화

상품 개발 사례 및 유네스코에 등재된 한국의 세계문

화유산 중에 불국사, 창덕궁, 화성 등의 상징 건축물

(불국사, 석가탑과 다보탑; 창덕궁, 인정전; 화성, 팔달

문)의 조형적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모티브 

디자인 개발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둘째, 디자

인 기획 및 개발 연구에서는 컴퓨터 디자인 시스템인 

Adobe Illustrator CS5, Photoshop CS5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훈민정음체 원형 글자꼴을 비례감과 조형적 

형태감, 통일감 등을 표현할 수 있는 네모틀 고딕체 

글자꼴을 개발하였다. 또, 건축물의 원형 이미지를 라

인작업을 통해 새롭게 추출하였다. 개발한 글자꼴의 

자음과 모음을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규칙적으로 배

열하거나, 불규칙하게 배열하는 방법을 통해 문화재 

원형 이미지를 창의적으로 형상화하는 모티브 디자

인 작업을 진행하였다. 셋째, 색채는 한글 글자꼴과 

융합한 문화재 이미지를 세계화 시대에 보편성과 다

양성을 지닌 소비재 이미지로 개발하기 위해 세계 여

러 나라 국기의 공통적인 색상인 동시에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오방색에도 속하는 빨강색, 파랑색, 녹색, 노
랑색, 흰색, 검정색을 중심으로 디자인 분야에서 범용

되는 팬톤 컬러를 적용하여 디자인을 전개하였다. 넷
째, 개발된 모티브를 활용하여 가방, 스카프, 넥타이에 

적용하여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패션문화상품 아이템

으로 가방 12점, 스카프 12점, 넥타이 12점 등 총 36점

을 Adobe Illustrator CS5, Photoshop CS5 프로그램을 

이용해 디자인 캐드로 작업하여 제시하였다. 개발된 

디자인 가운데 가방 3점, 스카프 3점, 넥타이 6점 등 

총 12점을 DTP(Digital Textile Printing) 기법과 선염

사를 사용한 직조방법으로 실물작품을 제작하였다.
   

Ⅱ.� Theoretical� Background

1.�Hangeul� and�design

1)� Types�of�Hangeul� font

훈민정음 해례본 제자해에 “정음 28글자는 각각 

그 꼴을 본떠서 만들었다”라고 제시하고 있듯이, 한

글은 음양오행 철학과 우주의 추상적 의미 그리고 발

음기관의 상형성을 따서 창제되었다(Kim, 2007). 훈

민정음이 창제된 이후 한글의 글자꼴은 시대마다 사

람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어 왔으며, 한글은 

어느 문자보다 체계적이며 균형미가 있어 여러 형태

의 글자꼴 표현이 가능한데, 오늘날 컴퓨터의 사용으

로 많은 글자꼴이 등장하고 있으며, 글자 자체로도 

조형미를 추구할 수 있다(Lee & Kim, 2012).
한글 글자꼴은 조합방식 즉 글자 틀의 형태에 따라 

크게 네모틀 글자꼴과 탈네모틀 글자꼴로 나눌 수 있

다(Sohn, E. M., 2007; Yu, 2006). 네모틀 글자꼴은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글자꼴로서, 글자의 모임

꼴에 상관없이 한 벌을 이루는 글자가 정사각형 안에 

놓여지는 것을 말하며, 탈네모 글자꼴은 네모틀 글자

꼴의 상대적 개념인 용어로서 한 벌의 글자가 모임꼴

에 따라 크기와 비례가 다르게 나타나는 글자꼴이다

(Lee, 2007; Yu, 2006).
우리나라는 한글 이전의 한자 사용의 영향으로 획

수에 상관없이 자음과 모음, 받침을 일정한 네모틀에 

넣는 네모틀 글자꼴을 한글의 전형적인 형태로 사용

해 오고 있다. 이러한 네모틀의 글자 안에서는 같은 

자음이라도 조합방식의 구조에 따라 네모틀 안에 놓

이는 위치가 달라지며, 또한 네모틀 안에서의 균형과 

비례를 갖기 위해서는 글자마다 다른 공간 배분이 이

루어지므로, 글자의 기본 자형들은 저마다 독립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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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요소를 갖게 된다(Won, 1990). 탈네모틀 글자꼴은 

각 자소마다 충분한 공간이 주어져, 이에 대해 제약을 

받지 않아, 각자의 개성과 모양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 또한 기준선이 일정하여 글자끼리의 연결감과 

유기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어 글자 자체뿐만 아니라, 
문장으로 구성되었을 때에도 시각적인 리듬감과 흥

미를 느낄 수 있으며, 글자체의 운동감으로 그 시각

적인 변화를 통한 재미를 유발하기도 한다(Won, 1990). 
앞에서 살펴본 한글 글자꼴의 유형을 글자 틀의 변화

에 따라 종합하여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2)� Design� and� fashion� cultural� product� using�

Hangeul

(1)�A�case�study�of�design�studies�using�Hangeul

오늘날 한류의 확산과 더불어 한글에 대한 관심이 

Classifi-
cation Tetragon type Post-tetragon type

Kind
Panbonche(板本體), Gungche(宮體), 

Myeongjoche(明朝體), Gothic typeface, 
Dodum typeface, etc.

Three-layered structure
Deep-water font, Ahn-Sangsu-che font, 

Boche font, Geumnuriche font, etc.

Merit

ㆍSense of stability and unity(Focusing on the tradi-
tionally formative beauty of the horizontal and 
vertical balance)

ㆍIndependent formative element in consonant and 
vowel(For the balance and proportion inside the 
tetragon type, every letter is made the transformed 
form and the spatial allocation proper for it.)

ㆍExcellent in the spatial allocation.
ㆍEnough space is given to each phoneme.
ㆍEasy for mechanization and available for making 

diverse letter styles.
ㆍThe possibility of a change in a base line is 

infinite. 
ㆍIndividually and shape are fully maintained.
ㆍDiversity in visual culture.

Demerit
ㆍThe space in each phoneme may be deficient.
ㆍThe space may be inefficient depending on few 

and many of each phoneme.

ㆍStability is lacking when being formed with a 
sentence. 

ㆍA serious change in the centroid and font leads 
to a slight drop in readability. 

ㆍThe emphasis on functional aspect leads to being 
a little deficient in the formative aspect. 

Characteristic
ㆍThe spatial allocation inside the square frame is 

varied depending on the structure of a combina-
tion method. 

ㆍA base line is constant.

Case

Adapted from Lee. (2007). p. 68.

<Table� 1> Classification of typefaces according to a form of a letter frame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한글의 가치에 대한 재인식과 

재발견으로 문화상품으로서 중요한 국가 자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

에서 한글을 활용한 디자인 개발 연구가 활발하게 진

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글을 활용한 디

자인 개발 연구를 크게 자음과 모음을 활용한 연구, 
단어와 문장을 활용한 연구, 자음과 모음에 이미지를 

활용한 연구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한글의 자음

과 모음을 활용하여 글자꼴이 지닌 기하학적인 형태

와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한 연구로, Jung(2012)
은 한글 자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ㅍ 자와 

한글 모음 ㅑ, ㅕ자를 선정하여 넥타이, 스카프용 직

물 디자인을 개발하여 문화상품의 가능성을 제시하

였으며, Kang(2013)은 수평과 수직의 사각형 그리드

시스템을 통해 기하학적인 한글 자음과 모음 글자체

의 형태와 구조를 실용화하여 가구에 적합한 구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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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Maisuti(2016)는 한글이 가

지고 있는 점, 선, 면의 기하학적 형태와 자음과 모음 

또는 다양한 조형적 형태를 만드는 논리적 조합성을 

활용하여 변형 및 재조합을 통해 한글 텍스타일 디자

인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한글의 단어와 

문장을 활용한 연구로 문자와 문장을 활용하여 의미 

전달이나 메시지 전달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Kim, 
M.-H.(2011)는 한글의 아름다운 의미 전달을 위하여 

조지훈의 ‘달밤’, 김소월의 ‘진달래꽃', 김춘수의 ‘꽃’
에서 한글의 자음 ‘ㅇ’을 활용하여 한글 타이포그래피

의 메시지 전달을 보여주었다. 또한 한글 타이포그래

피의 가독성, 회화적 요소를 도입하여 입체적 표현을 

강조한 조형성, 문자를 텍스타일화한 장식성을 중심

으로 활용도가 높은 셔츠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Kim, 
D.-G.(2013)는 한글의 조형적인 특징을 유지하면서 

다양하게 표현하기 위해 자음과 모음의 사전적 의미

나 시의 한 구절, 감정 등을 내용으로 삽입하고, 들어

간 내용이나 의미에 맞는 상징적 형태를 외곽형태로 

단순화시킨 디자인으로 장신구를 제작하였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의 형태를 단순히 무늬처럼 이용하기보

다는 뜻이 담길 수 있는 문장을 활용하여 한글을 시

각화하여 의미전달 기능으로 재해석한 장신구 디자인

이라 할 수 있다. 셋째, 한글의 자음과 모음, 그림 이

미지나 전통문양을 접목한 디자인 개발 연구로 Lee 
and Kim(2012)은 자음과 모음의 형태와 비율이 기하

학적 탈네모틀 글자꼴인 산돌 60체를 사용하여 자음

과 모음을 해체하고 크기, 간격, 방향 등을 변화시켜 

불규칙적으로 결합하여 전개하는 방법으로 전통문화

인 규방 공예품에 접목시켜 디자인을 개발하였으며, 
Oh(2015)는 침장품을 대상으로 전통적 가치가 높은 조

각보와 조형적 아름다움을 지닌 한글을 융합하여 상

품의 일반적인 형태나 목적을 넘어 다양한 기법을 활

용한 새로운 디자인으로 제품을 제작하였다. 또한 

Kim(2014)은 한글과 무궁화를 시각화하여 한글 디자

인 상품을 제시하였는데, 손 글씨로 쓴 자음 14자와 

모음 10자의 글꼴과 무궁화 꽃을 접목하여 티셔츠, 
손수건, 스카프, 가방 등을 개발하였다.

이처럼 한글을 단순한 언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디
자인의 요소로 받아들여,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

한 디자인 개발 연구가 다양하게 시도되어지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한글과 다른 조형물 즉 한국

의 세계문화유산을 융합하여 이미지화한 디자인 개

발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2)�A�case�study�on�the�development�of�fashion�

culture�product�using�Hangeul

문화가 디자인 개발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시

대에 한글의 소중한 가치와 독특한 조형성을 살린 차

별화된 문화상품 개발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 한글은 

글자로서의 기능적인 면을 넘어 건축과 공예, 미술, 
패션에 이르기까지 전 산업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

며, 한글의 조형적인 아름다움이 적용된 다양한 디자

인 상품들이 개발되고 있다.
<Table 2>는 한글을 소재로 한 패션문화상품 아이

템 중 가방, 스카프, 넥타이의 상품사례를 제시한 것

이다. 가방 디자인은 한글의 자음을 패턴화한 디자인

과 자음과 모음을 패턴화한 디자인, 훈민정음 고어체

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거나 모던한 이미지로 재해석

한 디자인, 캘리그래피를 활용하여 한글의 아름다운 

글꼴로 자유롭게 배치하거나 이미지를 접목시켜 패

턴화한 디자인 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경향이

다. 스카프 디자인은 한글 자음 글자꼴의 확대와 축

소로 형태미를 강조한 디자인, 자음과 모음을 분리하

고 융합하여 패턴화한 디자인 등 한글 글자꼴의 다양

성과 조형미를 새로운 시각으로 디자인한 상품들이 

개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넥타이 디자인은 심플

하고 모던한 디자인과 자음과 모음의 다양한 조합으

로 패턴화한 상품들이 대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아이템별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

고 있지만, 한글의 조형적인 형태미와 가치를 다른 조

형물과의 융합을 통해 전달하고 있는 차별화된 디자

인을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한글을 적

용하는 새로운 접근 방법과 시도로 창의성을 가미한 

독창적인 한글 글자꼴을 활용한 문화상품 개발이 필

요한 것을 알 수 있다.

2.�Korea's�world-heritage� architecture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탁월한 가치를 인정

받고 있는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건축물로는 석굴암

과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창덕궁, 화성, 남

한산성 등 여섯 곳이 있다(Cultural Heritage Admini-
stration [CHA], n.d.c.).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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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geul 
application 

method

A case of fashion cultural product

Bag Scarf Necktie

Consonant

From. CFNMK. (2015a). 
http://www.museumshop.or.kr

From. CFNMK. (n.d.d). 
http://www.museumshop.or.kr

From. Lee. (n.d.b). 
http://www.lgmmall.com

From. Lee. (n.d.a). 
http://www.lgmmall.com

From. Lee. (n.d.c). 
http://www.lgmmall.com

From. CFNMK. (n.d.c). 
http://www.museumshop.or.kr

Consonant
+

vowel

From. Kimhankyul77. (2010). 
http://blog.naver.com

From. Kkamajong. (n.d.c). 
http://www.kkamajong.com

From. Kkamajong. (n.d.b). 
http://www.kkamajong.com

Word
+

sentence

From. Designpole11. (2011). 
http://blog.naver.com

From. Sonart. (n.d.). 
http://storefarm.naver.com

From. Kkamajong. (n.d.a). 
http://www.kkamajong.com

Consonant
+

vowel
+

image
From. CFNMK. (n.d.b). 

http://www.museumshop.or.kr
From. Pak Ssi Sang Bang. (n.d.a.). 

http://www.koreasang.co.kr
From. Pak Ssi Sang Bang. (n.d.b.). 

http://www.koreasang.co.kr

<Table� 2> A case of fashion cultural product using Hange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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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종류의 건축물이 지니는 미적 조형성을 표현하

기 위하여 탑 건축물인 불국사의 석가탑․다보탑, 궁
궐 건축물인 창덕궁의 인정전, 성곽 건축물인 화성의 

팔달문 등 세 곳의 건축물을 선정하였다. 따라서 세

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탑 건축물, 궁궐 건축물, 성곽 

건축물이라는 상징 건축물을 중심으로 역사적․문화

적인 가치와 조형적인 특징을 살펴보았다.
먼저 탑 건축물을 살펴보면, 탑은 부처의 진신(眞

身)사리를 모시기 위한 축조물로 뛰어난 불교 미술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건축물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탑은 치밀한 계획 아래 제작되며, 그 안에 기하학적 

원리를 담고 있어, 화려하고 장엄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자연 환경과 절묘한 조화를 이룬 석탑이

나 각 지역의 자연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탑이 특징적

이며, 불국사의 석가탑과 다보탑이 가장 대표적이다. 
석가탑은 삼층석탑으로 각 부분의 비례와 전체의 균

형이 알맞아 간결하고 장중한 멋이 있으며, 다보탑은 

정사각형 기단위에 여러 가지 정교하게 다듬은 석재

를 목재 건축처럼 짜 맞추었는데, 복잡하고 화려한 

장엄미, 독특한 구조와 독창적인 표현법은 축조기법

에 있어 웅장하고 화려하면서도 균형의 미를 더한 우

리나라 석조 미술의 정수이다(CHA, n.d.c.).
궁궐은 왕권국가에서 임금의 절대적인 권력을 상

징하는 건축물로 옛 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하였다. 궁
궐 건축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창덕궁은 동아

시아 궁전 건축사에 있어 비정형적 조형미를 간직한 

대표적인 궁궐로 주변 자연환경과의 완벽한 조화와 

배치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CHA, n.d.b.). 창

덕궁 외전(外殿)의 중심이 되는 정전(正殿)인 인정전

은 신하들의 하례식과 외국 사신의 접견 장소로 사용

되는 국가 행사의 공식적인 건물로서 정면 5칸에 측

면 4칸의 중층 팔작지붕의 다포 구조이다. 또한 기단

이 이중의 월대(月臺)로 구성되었고, 월대에는 전면과 

좌우측면에 계단이 있으며, 전면부의 어계(御階)의 앞

면에는 당초문을 조각하였고, 그 중앙부의 답도(踏道)
에는 봉황문을 새겨 놓았다(Chang, 2004).

성곽은 도시나 마을을 지키기 위하여 군사적 혹은 

행정적 목적으로 쌓은 울타리로 자연과 어우러진 옛 

도시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건축물이라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성곽 건축물인 화성은 정조의 유교적 효(孝) 
사상의 발달로 시작하여 국가가 백성들의 새로운 삶

의 터전 조성을 실현화한 계획된 신도시라 할 수 있

다. 특히 자연을 존중하며, 자연의 지세를 살려 조화

를 이루는 성곽은 하늘에서 보면 마치 나뭇잎 모양을 

하고 있다. 땅의 생김새에 따라 성을 쌓아 시각적인 기

능과 방어적인 기능면에서 미적 감각이 뛰어난 조선

시대 최고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성

곽이다(Choi & Noh, 2009). 화성의 대표 건축물인 팔

달문은 성곽 구조물인 육축 위에 건립된 중층문루의 

대표 건축물로 동ㆍ서 외부 동선의 위치도 대칭이 되

도록 배치하였다. 또한 문루의 정면이 5칸, 측면이 2
칸이고, 양식은 중층 우진각 형태의 지붕과 잡상 장

식을 갖추고 있으며, 석축의 홍예문 위에 중층의 문

루를 세우고, 주위 4면에는 여장(女檣)을 돌리고, 전

면에는 반월형으로 옹성(甕城)을 축조하여 조선 후기 

문루 건축을 대표하고 있다(Oh, 2016).
<Table 3>은 지금까지 살펴본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 등재 건축물인 탑, 궁궐, 성곽의 주된 성격이나 

용도에 따라 분류하여 특성을 종합해서 정리한 것

이다.
   

Ⅲ.� The� Plan� and� Development� in�

Design� of� Fashion� Cultural� Product

1.�Development� in� typeface

우리의 문화유산을 세계화하는 문화상품 디자인 개

발을 위한 첫 단계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개발 보급

한 훈민정음 해례본 글자꼴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건축물의 조형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글자꼴을 개

발하였다. 훈민정음 글자꼴은 묵직하면서 굽은 곳이 

없고 꾸밈이 거의 없는 스타일의 네모체 글자꼴 고딕

체이다. 고딕체는 선이 굵고, 획의 굵기가 일정한 글

자꼴로 건축의 기하학적인 조형 이미지를 표현하는

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한글을 네모틀 고딕

체 글자꼴의 형태로 개발한 이유는 건축물의 구조가 

방형, 장방형, ‘ㄱ’자형과 ‘ㅁ’자형이 가장 일반적이기 

때문에(Kim, S. Y., 2013), 가시성 있는 문화유산 건

축물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

여 사용하였다.
한글 글자꼴은 훈민정음 해례본 글자꼴 원형을 이

용하여 자음 14자, 복합자음 5자, 모음 10자 등 29자

를 개발하였다. 정사각형의 네모틀 안에 맞추어 가로



76 한국의 세계유산을 활용한 패션문화상품 개발 복식문화연구

－ 618 －

Classification of 
cultural heritage

Cultural-heritage 
architecture Characteristics Architectural image

Architecture
 in pagoda

Dabotap
(多寶塔)
Seokgatap
(釋迦塔)
(Bulguksa 

temple)

Seokgatap(釋迦塔) with the harmonious 
proportion in Tapshin(塔身) and the rhy-
thmical, concise and masculine formative 
beauty. Dabotap(多寶塔) with the strong, 
unique and delicate feminine formative 
beauty through harmonizing squareness 
and octagon.

   

From. KOCCA. (n.d.a, n.d.b). 
http://www.culturecontent.com

Architecture 
in

royal palace

Injeongjeon
(仁政殿) 

hall
Changdeokgung

(昌徳宮) 
palace

As the official building of the national 
event, it has the Dapo(多包) architectural 
structure in the multi-storied hipped-and- 
gabled roof with the five bay(Kan) front 
and the four bay side. It is a typical ro-
yal palace that keeps atypical formative 
beauty. From. CHA. (n.d.b). 

http://www.cha.go.kr

Architecture 
in

castle

Paldalmun
(八達門) 

gate 
(Hwaseong 

fortress)

The front of Munru(gate tower, 門樓) 
has five bays. The side has two bays. A 
style is a multi-layered hipped form. It 
is the typical architecture in the multi- 
storied Munru(門樓) in the late Joseon 
period with putting Yeojang(女檣) on 
four sides and constructing Ongseong(甕
城) with a semi-lunar shape in the front. 

From. CHA. (n.d.a). 
http://www.cha.go.kr

<Table� 3> Characteristics of monumental architectures as Korea's world heritage

획을 100%로 하고, 세로획은 가로획의 50%로 축소

된 비율로 글자꼴을 개발함으로써 글자꼴을 조합했

을 때 조형적인 형태감을 느낄 수 있게 표현하였다. 
기존의 고딕체 글자꼴은 가로 줄기와 세로 줄기의 비

율이 같고, 두께도 일정하여 다소 조형미와 가독성이 

떨어진 반면, 개발된 글자꼴은 가로 줄기와 세로 줄

기의 비율에 변화를 주어 건축물의 형태와 융합하였

을 때, 간결한 비례감과 입체적 형태감을 느낄 수 있

다. 또한 글자꼴을 각각 확대와 축소, 상하, 좌우 대

칭이나 반복적으로 조합하는 방식을 통해 새로운 형

태를 만들 수 있다(Fig. 1). 이와 같이 개발한 한글 글

자꼴은 가로 줄기나 세로 줄기의 두께, 길이, 줄기 간

의 거리 등의 변화로 면적인 성격과 선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건축물의 구조와 외형의 형태

를 표현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글자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2.�Development� in�motif� design� � �

디자인 개발을 위하여 1995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개발해 보급한 훈민정음체를 활용해 현대적으로 재

해석한 글자꼴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탁

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중에 

불국사, 창덕궁, 화성의 세 곳에 속한 상징 건축물 중 

탑 건축물인 석가탑ㆍ다보탑, 궁궐 건축물인 인정전, 
성곽 건축물인 팔달문을 선정하여 모티브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문화유산의 모티브 디자인 개발은 건축

물의 기본 원형 형태를 라인작업을 통해 추출하였고, 
개발된 건축물 원형 모티브에 개발한 글꼴의 자음과 

모음을 축소, 확대, 결합하거나, 다양한 시각적 요소

를 융합하는 과정 속에서 문화재 이미지의 형상화를 

모색하였다. 모티브 디자인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법으로 개발하였다. 첫째, 자음만의 글꼴을 활용한 

모티브 디자인 개발, 둘째, 글자꼴의 자음과 모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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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Development process in a letter form
(Note: Use of the photoshop CS5 font archetype in Hunminjeongeumche for 2010).

활용한 모티브 디자인 개발이고, 셋째, 문화재 명칭의 

자음과 모음을 문화유산 건축물 이미지와 새롭게 융

합시켜 창의적인 패턴 디자인을 시도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문화유산 모티브 디자인 개발 방법을 정리하

여 살펴보면 <Table 4>와 같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개발된 모티브를 활용하여 

가방, 스카프, 넥타이 디자인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자음을 적용한 모티브는 가방 디자인 개발에 적용하

여 문화재 건축물의 입체감을 부각시키고, 자음과 모

음을 활용한 모티브는 스카프 디자인 개발에 적용하

여 문화재 이미지와 한글의 기하학적인 조형미를 표

현하며, 자음과 모음 및 문화재 이미지를 융합한 패

턴은 넥타이 아이템에 적용시켜 문화재 이미지를 강

조하고 한글의 고유한 정체성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앞에서 개발한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상징 건축물 모

티브 디자인을 종합ㆍ정리하면 <Table 5>와 같다.
   

3.�Color�planning

다변화된 미디어를 통해 이미지를 소비하는 시대에 

국가와 국가를 연결시켜 주는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기

능인 색채는 문화의 벽을 허무는 하나의 언어라 할 수 

Motif design Method of using Hangeul font

Designing

Consonant A method of embodying the architectural image in cultural assets through 
applying consonants in the developed font.

Consonant + vowel
A method of giving shape to the architectural image in cultural assets 
through applying consonants and vowels in the developed font.

Pattern Consonant + vowel + 
image

A method of making it pattern through converging it with the symbolic 
architectural image after dividing a name of cultural heritage into con-
sonants and vowels of the developed font. 

<Table� 4> The development in architectural motif design of cultural heritage

있다. 색채는 환경으로부터 인간에게 가장 즉각적으로 

인지되고, 사회 환경의 여러 요인과 문화, 민족적 특성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국가를 상징하

는 색채는 국가를 나타내는 특성이 된다(Jo, 2007).
국가를 상징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기

라고 할 수 있으며, 국기는 국가와 국민의 영예로운 상

징으로 민족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담고 있다. Nam 
(2011)이 국가 상징물 출현 빈도를 분석한 연구 결과

에서 국기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국기의 구성

색이 상징물의 주조색의 바탕색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Lim(2005)은 올림픽 같이 

국제적 성격의 스포츠 경기 유니폼의 경우, 국가 이

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국기를 상징 매체로 사용한 경

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러한 매체를 통한 국가 

이미지의 표현 방법을 분석한 결과, 색상에 의한 표

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색채 심리학자인 파버 비

렌(Faber Biren)은 “모든 색채는 그 색상마다 인간에

게 각각 다른 느낌을 주는데, 실제로 상품 판매, 성격, 
음식 맛까지 좌우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소비

자들이 대부분 그림이나 색채를 통한 기억을 먼저 떠

올리기 때문이다(Kim, H. N., 2011). 이와 같은 취지



78 한국의 세계유산을 활용한 패션문화상품 개발 복식문화연구

－ 620 －

Korea's heritage Bulguksa(temple) Changdeokgung(palace) Suwon Hwaseong(fortress)

Classification 
of architecture Architecture in pagoda

Architecture in
royal palace

Architecture in
castle

Architecture Dabotap Seokgatap Injeongjeon Paldalmun

Cultural heritage
original

Motif extraction

Consonant
visualization

Consonant
visualization

(detail)

Consonant + 
vowel

visualization 

Consonant + 
vowel

visualization
(detail)

Consonant + 
vowel +

image
pattern

(Seokgatap image)

<Table�5> General evolvement in design with the motif development of symbolic architecture in Korea's word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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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세계화 시대에 한국적 전통과 상징을 잘 전달하

는 문화재 이미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각 나라를 대표

적으로 상징하는 국기의 구성 색상을 추출하여 분석

한 후 색채기획에 적용하였다. 색채기획을 위해 한국

의 통계청에서 제시한 224개국의 국기를 선정하여 국

기를 구성하는 색상을 분석하였다(Lee, 2008). 사용된 

색상 톤의 차이는 고려하지 않고, 색상을 기준으로 

색상 수를 추출하여 색상 출현 빈도 수를 살펴보았

다. 그 결과, 추출된 색은 reddish, whitish, bluish, 
greenish, yellowish, blackish 등 6가지 계통의 색상이

며, 색상수의 출현 빈도수는 reddish(162번), whitish 
(146번), bluish(97번), greenish(84번), yellowish(81번), 
blackish(39번) 순으로 나타났다(Ferdio, n.d.). 이처럼 

세계국기에서 추출한 공통 색상 중 빨강색, 파랑색, 
노랑색, 흰색, 검정색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오방색

과 같으며, 빨강색, 파랑색, 노랑색, 녹색은 빛과 색의 

삼원색에 속하므로 세계화 시대에 한국적 전통과 상

징을 잘 전달하는 문화재 이미지를 개발하는데 적합

한 색상이라고 판단되어 색채기획에 적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계화 시대에 한국의 문화유

산을 세계인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기에서 추출된 공통 색상 중에서 빨강색, 파랑색, 녹
색, 흰색, 검정색을 주조색인 바탕색으로 설정하여, 디
자인 분야에서 범용되는 팬톤 컬러를 적용하여 색채 

디자인을 다음과 같이 전개하였다. 첫째, 흰색과 검정

색을 주조색인 바탕색으로 적용하여 순수하고 깨끗하

며, 현대적이고 고급스러운 문화재 이미지를, 둘째, 파
랑색을 주조색인 바탕색으로 적용하여 신뢰, 혁신과 미

래지향적인 문화재 이미지를, 셋째, 녹색을 주조색인 바

탕색으로 적용하여 자연, 편안함, 평화, 위안 등 친환

경적인 신선한 문화재 이미지를, 넷째, 빨강색을 주조

색인 바탕색으로 적용하여 열정적이고 화려한 문화

재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색채배색을 전개하였다.
   

Ⅳ.� The� Design� Development� and� the�

Product�Manufacturing� in� Fashion�

Cultural� Products�

1.�Development� in� design

1)�Bag�design

가방은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감각적인 

디자인을 추구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소

비자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심플한 형태로 도식

화한 장방형 가방 디자인에 한글 자음 글자꼴을 건축

물 이미지와 융합한 모티브의 특성을 부각시켜 활동

적이면서 화려한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석가탑과 다

보탑 모티브를 활용한 디자인은 한글 글자꼴로 융합

한 문화재 건축물을 국기의 구성 색상을 적용하여 반

회화적인 형태로 표현하고 이미지화하여 다보탑과 

석가탑의 패턴화를 시도하였다. 인정전 모티브는 창

덕궁의 자연과 건축물의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표현하

기 위하여 동궐도 이미지를 활용하여 인정전 건축물

의 장엄하고 화려함을 표현하였다. 팔달문 모티브를 

활용한 디자인은 계획된 도시의 화성 이미지를 표현

하기 위하여 도시 이미지에 전통 문양을 접목시켜 정

조의 효성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였고, 성벽의 이미지

를 현대적으로 패턴화하여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형

상화하였다. 한글의 자음 글자꼴을 융합한 팔달문 건

축물은 중앙에 배치하여 형태감을 상징적으로 강조

하였다. 전체적으로 기하학적인 조형요소를 조합하여 

심플하면서도 화려한 이미지로 표현하였다(Table 6).

2)� Scarf�design

스카프 디자인은 한글의 전통성과 문화유산 건축

물 이미지의 형태적 조형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한글 

자음과 모음 글자꼴을 융합하여 개발한 문화재 건축

물 모티브의 특성을 부각시켜 표현할 수 있는 스카프

의 종류를 선정하여 개발하였다. 탑 건축물인 석가탑

과 다보탑 건축물의 수직적인 형태의 특성을 반영하

여 장방형 스카프를 선정하여 디자인을 전개하였다. 
한글 자음과 모음 글자꼴을 융합한 석가탑과 다보탑 

이미지를 부각시켜 표현하기 위해 투 포인트로 확대

하여 한글의 자음과 모음 글자꼴을 탑을 쌓듯 디자인

을 형상화하였다. 궁궐 건축물인 인정전 건축물의 형

태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ㅁ”의 정방형 스카프를 선

정하여 디자인을 전개하였다. 한글 자음과 모음 글자

꼴을 융합한 인정전 건축물을 원 포인트로 확대 배치

하여 인정전의 화려하고 아름다움 인정전의 형태와 

한글 글자꼴의 기하학적인 형태가 시각화 될 수 있게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성곽 건축물인 팔달문은 장

방형 스카프를 선정하여 성곽의 길이와 성곽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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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itage
Color

Bulguksa(temple) Changdeokgung(palace) Suwon Hwaseong(fortress)

DabotapㆍSeokgatap Injeongjeon Paldalmun

<Table� 6> Evolvement in bag design using a motif of cultural-property architecture

 

성벽 이미지, 도시 이미지를 도식화한 패턴과 접목하

여 자연과 도시가 함께 공존하는 조화로운 화성의 전

체 이미지를 표현하였다(Table 7).

3)�Necktie�design

넥타이는 실루엣의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

분 색상 변화나 소재 활용 및 패턴 디자인 개발이 중

요하므로 아이템의 특성에 맞게 섬세하고 모던한 패

턴으로 디자인을 전개하여 문화재 이미지의 조형성

을 부각시켰다. 색채는 색상 대비에 의한 배색을 적

용하여 통일감 있고 세련되면서 화려한 감각을 표현

하였다. 우리 고유한 전통성과 문화유산의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누구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정교

하면서도 심플한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석가탑 디자

인은 불국사(ㅂ,ㅜ,ㄹ,ㄱ,ㅅ,ㅏ)의 문화유산 명칭을 분

화하고, 석가탑 건축물 도안과 융합하여 패턴화 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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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itage
Color

Bulguksa(temple) Changdeokgungpalace) Suwon Hwaseong(fortress)

DabotapㆍSeokgatap Injeongjeon Paldalmun

<Table� 7> Evolvement in scarf design using a motif of cultural-property architecture

인을 전개하여 섬세하고 모던한 조형미를 표현하였

다. 인정전 디자인은 창덕궁(ㅊ,ㅏ,ㅇ,ㄷ,ㅓ,ㄱ,ㅜ)의 

문화유산 명칭을 분화하여 인정전 건축물 도안을 융

합한 패턴을 전개하였다. 팔달문 디자인은 수원 화성

(ㅅ,ㅜ,ㅇ,ㅓ,ㄴ,ㅎ,ㅗ,ㅏ,ㅅ)의 문화유산 명칭을 분화

하고, 팔달문 건축물 이미지를 도식화하여 융합한 패

턴을 전개하여 한글의 정체성과 건축물의 조형미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표현하였다(Table 8).

2.�Real� cultural� products� � �

디자인 기획을 통해 완성된 가방, 스카프, 넥타이 

실물을 제시하면 <Table 9>와 같다. 한국의 세계문화

유산과 한글 글자꼴을 융합하여 정체성이 있는 상징 

건축물을 이미지화한 디자인 상품으로 국기의 구성색

상을 적용하여 제작함으로써 독창성과 현대적인 감

각을 결합한 패션문화상품의 가치와 상품화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또한 한글의 고유한 감성 표현 및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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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itage
Color

Bulguksa(temple) Changdeokgung(palace) Suwon Hwaseong(fortress)

Seokgatap Injeongjeon Paldalmun

<Table� 8> Evolvement in necktie design using a motif of cultural-property architecture

의 조형적 이미지를 통해 표현 영역을 확대하였으며,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일상 생활 속에서 대중적으로 

널리 사용될 수 있는 산업용 문화상품으로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Ⅴ.�Conclusion� � �

본 연구는 우리 고유의 문자인 한글과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유산 한국 건축물을 융합한 패션문화상품 

디자인 개발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한국의 세계

문화유산 중에 탑 건축물인 불국사의 석가탑․다보

탑, 궁궐 건축물인 창덕궁의 인정전, 성곽 건축물인 화

성의 팔달문 등 한국의 상징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문화재의 원형 이미지를 한글 글자꼴과 융합하는 디

자인 방법을 고안하였으며, 빨강색, 파랑색, 녹색, 노랑

색, 흰색, 검정색 등을 주조색으로 하여 세계화 시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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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Heritage Bag Scarf Necktie

Seokgatap
(釋迦塔)
Dabotap
(多寶塔)

(Bulguksa
temple)

Injeongjeon
(仁政殿) 

Hall
Changdeokgung

(昌徳宮) 
palace

Paldalmun
(八達門) 

gate 
(Hwaseong)

<Table� 9> Real cultural products using a motif of cultural-asset architecture

다양한 색상의 패션문화상품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중에서 불국사, 창덕궁, 

화성 등 세 곳의 건축물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것

은 디자인 개발 연구를 진행하면서 한글의 기하학적

인 형태미와 문화재 건축물의 조형적인 요소가 조화

롭게 융합할 수 있었던 점이었다. 따라서 한국의 문

화적 정체성과 건축물의 형태적 특징을 잘 반영한 훌

륭한 우리의 문화재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상징 건축물에 한글 글

자꼴을 융합하는 방식의 구현으로 기하학적인 형태미

와 가시성이 좋은 모티브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었고, 
가방, 스카프, 넥타이 등 패션문화상품으로 차별화된 

디자인을 창출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한글의 가치

와 문화유산 이미지를 동시에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셋째, 세계적 보편성을 지닌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건축물을 이미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각 나라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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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구성 색상을 활용하여 적용함으로써, 패션문화

상품의 글로벌 상품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미지를 소비하는 세계화 시대에 색채는 국가와 국

가를 연결시켜 주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

에, 우리의 문화유산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향후 경

제적인 부가가치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

류의 지속적 흐름을 위한 방안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글로벌 문화시장을 겨냥하여 경쟁력 있는 다양한 

패션문화상품을 개발하는 것은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 

시대에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생각

한다. 따라서 이번 연구가 국가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문화유산 이미지로서 관련 산업분야에 

접목되어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길 바란다. 
더불어 해외 소비시장 진출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우리의 문화산업이 세

계 시장에서 자리매김하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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