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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fashion cultural products that contain 

an example of cultural symbolism, which is based on the results of iconological 

analysis seen on imaginary animals. The method of research was to derive 

design ideas through a verbal association method, using the technique of mind 

map as based on the iconological analysis results. In the scarf design, four 

auspicious animals were used as the main motifs, and the background 

elements that appeared with each folk painting were used as sub-motifs for 

each of the four animals. In this case, the Yong was expressed with an image 

of clouds and flames as sub-motifs, and was strongly represented by the 

presence of a contrast color combination. In what follows, the Bonghwang was 

used with the sun and feathers in a stable structure due to its four-way 

arrangement, and was expressed with its soft light tone. The Shingoo was 

used with blue and khaki colors of dull and deep tone, and the image of 

aquatic plants and lotus were used. Finally, with the Kirin was represented by a 

symmetrical structure as characterized with a dull toned color and square 

border that provides a sense of stability. The clutch bags were as generally 

expressed using simple animal motifs, and were composed of a uniform motif 

and color. The design process used the Illustrator CS6 to perform motifs 

design. In the end, the process finally developed the actual product of eight 

scarves and four clutch handb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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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경계를 허무는 지식의 통섭과 창조적 사고가 화두로 떠오르

면서 디자인과 테크놀로지 디자인과 인문학 등의 융합적 접, 

근이 활발히 시도되고 있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의 정체성을 . 

인문학과 기술의 접목이라고 언급하였듯이 디자인에 있어 

인문학적 성찰은 디자인의 창조적 표현과 심도 있는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요즘에 들어 디자인에서   창조적 사고를 구현하는 방법으

로 문화에 주목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문화는 통시적 

관점에서나 공시적 관점에서나 삶의 양식의 소산으로 공통

의 관심사나 취향을 반영한다. 특히 전통문화에는 공동체의 

염원과 미의식이 녹아있기 때문에 디자인 창작의 중요한 근

원이 된다. 

예부터 우리의 민화에서는 장수 벽사 출세 등 삶에 대한   , , 

염원이 투영된 동물 그림을 손쉽게 발견할 수 있다. 용 봉, 

황 신구 기린은 사령수 라 불리며 귀하게 여겨졌는, , ( )四靈獸
데 이 네 마리 동물은 길상의 의미가 있는 상상 속의 동물, 

로 고대 중국을 포함한 동양문화권에서 신령한 존재로 여겨

졌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상서롭게 여겨졌다 (Yun, 

2010). 

인간의 선망과 외경 두려움이 투사되어 만들어진 상상   , 

동물에 대한 인문학적 문화적 함의를 파악하는데 있어 도상, 

학적 접근이 유용하다. 도상학은 작품의 의미를 연구하는 미

술사의 한 분야로 도상의 모티브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 

공한다. 특히 에르빈 파노프스키 의 도상해(Ervin Panofsky)

석학은 인문학적 관점에서 예술작품의 의미를 접근하여 예

술의 주제와 형식을 유기적 관계에서 규명할 수 있게 하였

고 이를 통하여 민화의 표현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디자인에 , 

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지금까지 민화를 토대로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민화를 활용한 텍스타일 디자인 연구(Choo & Oh, 2002; 

나 문화상품 혹은 패션제Song, 2013; Heo & Choi, 2017) , 

품 개발(Jang, 2012; Kim, Lee, Cha & Kim, 2014; Choi, 

등이 이루어졌으나 민화의 외형적인 이미지를 중심으2014) 

로 디자인을 개발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민화에 대한 도상학, 

적 분석을 통해 인문학적으로 접근하고 이를 토대로 디자인

을 개발한 사례는 없었다.

본 연구는 사령수에 대한 도상해석학적 분석   (Kim, 2017)

에 대한 후속연구로 사령수 민화의 도상해석학적 분석 내용 

을 토대로 문화적 함의가 내포된 패션문화상품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도상해석학적. 분석을 토대로  

한 디자인 개발을 통하여 창의력이 중요시 되는 디지털 융

합시대에 인문학을 통한 창의적 발상의 사례가 될 수 있으

며 전통문화를 매개로 한 디자인 개발 시 활용 가능한 자료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도상해석학적 분석 내용은 추상적인 개념과 언어로 표현  

되기 때문에 분석내용을 토대로 디자인 아이디어를 끌어내

기 위하여 언어적 자유연상법을 활용하였다 언어적 자유연. 

상법은 아이디어 발상의 전반적 과정에서 언어적 매개체를 

통해 아이디어를 끌어내므로 문제 요약이 수월하고 다양한 

조합과 설득체계의 합리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Cho, 

도상해석학적 분석 내용을 디자인으로 시각화하는데 2012) 

있어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연구방법으로는 선행연구에서 도상해석학적 분석에서 활  

용된 총 점의 민화 중 민화전문가 인과 패션문화상품 디16 2

자이너 인의 검토를 받아 디자인 개발에 활용할 용 봉 신1 , , 

구 기린 각 점씩 민화를 선정하였고 도상해석학적 분석 , 1 , 

내용을 토대로 언어적 자유연상법의 하나인 마인드맵을 활

용하여 디자인 아이디어를 도출하였다 마인드 맵 작성 프로. 

그램인 코글 을 사용하여 작성하였고 도(https://coggle.it/) , 

상해석학적 분석 내용에서 디자인 아이디어를 끌어내는 과

정에서는 색과 형태의 연상 및 의 색채 이미지 스케일 IRI

등을 활용하였다 디자인 과정은 일러스트레이터 를 활. CS6

용하여 각 동물별로 모티브를 개발한 후 스카프와 클러치를 

각각 점씩 디자인한 후 스타일로 컬러웨이를 하여 총 4 3 24

점을 디자인하였다 개발된 디자인 중 . DTP(Digital Textile 

를 활용하여 실물제작을 실시하여 스카프 총 점Printing) 8 , 

클러치 총 점의 패션문화상품을 최종적으로 개발하였다4 . 

이론적�배경II.�

파노프스키의�도상해석학과�사령수의�함의1.�

사령수 란 네 마리 신령스러운 짐승 으로 중국의 예( ) ‘ ’四靈獸
기 에 기록된 이래 이 세상 동물들의 우두머리로 귀하( )禮記
게 여겨진 상상의 동물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용 봉황 신. , , 

구 기린이 해당되는데 용은 비늘을 지닌 린충 봉황, , ( ), 鱗蟲
은 날개를 가진 우충 의 신구는 딱딱한 껍질을 가진 ( ) , 羽蟲
갑충 의 기린은 몸에 털이 나 있는 모충 의 우두( ) , ( )甲蟲 毛蟲
머리로 여겨졌다 (Gusano, 1997/2001). 

  파노프스키의 도상해석학에 의한 사령수의 함의내용은 본 

연구를 위한 이론적 토대로 이루어진 연구자의 선행연구 

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Kim,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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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노프스키의 도상해석학1) 

도상해석학은 예술작품에 표현된 상징이나 교리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파노프스키는 도상이 어떻게 집단적 무의식. 

에서 표현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예술적 사실의 결실에 숨

어 있는 공통의 욕구가 무엇인지 추론할 수 있게 하였다 

파노프스키의 도상해석학은 크게 단계로 구(Lim, 2012). 3

성되어 있는데 이 세 단계는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각, 

각의 단계를 거쳐서 최종해석을 하게 된다 (Yoo, 2014).   

첫 번째는 전 도상학적 기술  (pre-iconographical 

의 단계로 작품의 사실의미와 표현의미를 파악description)

하여 일차적 주제를 파악하고 작품의 형식을 인지하게 된다. 

사실의미를 알아내는 것은 작품의 색과 선 형태 등이 서로 , 

조합하여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파악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 

실의미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일차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하게 된다 즉 형태분석을 통하여 형식(Hyun, 2013). , 

이 내포하고 있는 표면적인 내용과 의미를 파악하고 각 형

태들이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를 밝히는 과정이다 

(Panofsky, 1972). 

두 번째 단계는 좁은 의미의 도상학적 분석단계  

로 일반적인 도상학의 범주에 속하(iconographical analysis)

며 이차적 관습적 주제를 찾는 단계이다 이차적 관습적 , . , 

의미가 실리는 대상이 바로 모티브이며 모티브는 이미지의 , 

단위가 된다 즉 관습적 의미가 내포된 모티브들의 조합이 . , 

이미지이며 이렇게 인식된 이미지들의 결합을 파노프스키는 , 

알레고리라고 정의하였다 이 단계는 작품의 (Yoo, 2014). 

상징과 알레고리를 알아내는 과정으로 이전 단계에서 파악

된 예술적 모티브를 테마와 연결시켜 특정한 관념이 어떻게 

대상을 통해 표현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Kim, Kim, & 

여기서 이차적 관습적 주제는 이미지나 알레Jang, 2010). , 

고리를 통해 전달되는 특수한 개념에 해당되며 이에 대해 

기술하는 단계가 바로 도상학적 분석단계이다 이를 위해서. 

는 특정 문화의 고유한 관습이나 문화적 전통을 알고 있어

야 하며 해석자의 문헌적 지식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마지막 단계로 인문학적 시각에서 작품의 본질  

적인 의미를 도출하는 도상해석학적 해석 단계

로 작품의 사회적 종교적 철(iconographical interpretation) , , 

학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어떤 주제가 작품화되면서 

드러내는 다양한 관점의 이면에 숨어 있는 기본적인 원리들

을 밝혀내는 단계이다 앞서 언급된 형태(Panofsky, 1972). 

나 모티브 알레고리들을 어떤 숨은 원칙을 드러내는 요소로 , 

파악하게 되면 이 요소들을 통해 한 작품이 지닌 상징의 , 

가치를 파악할 수 있는 종합적인 해석의 문이 열리게 된다  

이 때 직관이나 경험에 의한 오류를 피하기 (Yoo, 2014). 

위해서는 문화적 징후나 일반적인 상징이 역사를 통해 검증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상징가치를 찾아내고 종합적 직관에 , 

의해 최종 해석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다 

(Kim et al., 2010). 

도상해석학에 의한 사령수의 함의2) 

파노프스키의 도상해석학을 적용하여 사령수의 함의를 살펴 

본 연구자의 선행연구 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Kim, 2017)

다.  

용은 전도상학적 단계에서 보면 들짐승 물짐승 날짐승이   , , 

한데 섞인 형태로 여러 동물에서 강력한 부분을 모아 놓은 

형상이다 민화에서 용은 여의주와 함께 나타(Yun, 1997). 

나며 불꽃이나 구름에 덮인 모습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도상학적으로 보면 용은 육지와 바다 하늘 모두에서 생활할 , 

수 있는 유일한 사령이자 가장 강력한 힘의 존재로 권력과 ‘

왕권 을 상징하고 사령수 중 유일하게 변신의 능력 이 있는 ’ , ‘ ’

존재이며 생명의 원천이자 두려움을 주는 대상인 바다를 관, 

장하였기 때문에 숭배의 수신 을 상징한다 도상해석학적으‘ ’ . 

로 보면 인간의 일상을 지배하면서도 인간의 범주를 넘어서, 

는 초월적 힘에 대한 숭앙 을 의미한다 ‘ ’ (Kim, 2017). 

새들의 우두머리인 봉황은 새의 모습에 짐승과 물고기가   

복합된 모습으로 민화에서는 암수가 한 쌍(J. Kim, 2009) 

으로 그려지며 공작새와 비슷한 모습으로 꼬리가 길게 표현

된 경우가 많으며 상서로운 느낌을 주는 태양이나 영지 등, 

이 같이 나타나기도 한다 도상학적으로 봉황(Heo, 2006). 

은 군왕 을 상징하고 태양과 함께 나타나 태양숭배 사상‘ ’ , ‘ ’ 

을 상징한다 또한 고결 청렴의 표상 으로 고결한 군자와 . ‘ ’․
같은 새이다 도상해석학적으로 보면 봉황은 하늘과 인간세. , 

계를 잇는 천명의 전달자이자 실행자이며 영혼 승천의 사자

로 하늘 위의 영매 라 할 수 있다 ( ) ‘ ( )’ (Kim, 使者 靈媒
2017).  

신구는 사령수 중에서 유일하게 실제 존재하는 거북을 토  

대로 상상의 요소가 더해진 존재로 거북의 모습을 토대로 

하여 딱딱한 등껍질과 네 개의 다리를 지닌 갑충 의 ( )甲蟲
모습이다 민화에서 신구는 벽사귀면상 이거나 . ( )辟邪鬼面像
용의 얼굴을 하거나 혹은 입에서 상서로운 기운을 내 품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도상학적으로 볼 때 미래의 예언자 를 . ‘ ’

상징하고 장수 불사의 존재 로 신의 뜻을 전하는 사자, ‘ ’ ‘․
이자 하늘의 뜻을 전하는 상서로운 동물로 볼 수 있( )’使者

다 도상해석학적으로 보면 신구는 땅과 하늘 우주의 형상. , , 

을 보여주며 음양의 조화를 토대로 하늘과 인간이 서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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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고 감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유기체적 세계관‘

의 현현 이라 할 수 있다 ( )’ (Kim, 2017). 顯現
기린은 털이 나 있고 하나의 뿔과 꼬리가 있는 네 발 달  

린 짐승으로 많은 경우 민화에서는 말의 몸체에 용의 얼굴, 

을 한 모습으로 표현된다 도상학적으로 볼 때 상서로운 인. ‘

수 로 뿔이 있지만 뿔로 공격하지 않는 자애로운 동물( )’仁獸
로 그려지고 재능이 뛰어난 걸출한 인재 를 상징한다 , ‘ ’

또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매개체 의 역할로 (Kim, 2017). ‘ ’

천상과 현실을 이어주는 존재로 그려진다 도상해석학적으로 . 

분석하면 기린은 개인의 욕망을 통제하고 보편타당한 예를 

따르고자 하는 유교적 이데올로기의 표현 이라 볼 수 있으‘ ’

며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동력이라 할 수 (Kim, 2017), 

있다.  

디자인�아이디어�발상과�언어적�외현화2.�

디자인 프로세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의적인 해결책

을 찾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디자인 프로세스는 . 

리서치 분석 종합 평가(research), (analysis), (synthesis), 

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중에서도 아이디(evaluation) , 

어 발상이 이루어지는 종합의 단계는 창조적인 사고의 전개

로 잠정적인 해결안이 탐색되는 단계이므로 디자인 프로세

스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Han & 

종합의 단계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끌어내야 디Kim, 2016). 

자인의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능케 하는 인간의 뇌는 처리할 수   

있는 정보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청크(chunk)

로 쪼개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량을 줄인다 (Choi 

동시에 처리 가능한 정보의 양이 제한되어 & Nah, 2017). 

있는 단기 기억을 보완해야만 디자인에 있어 최대한의 아이

디어를 끌어낼 수 있다 뇌의 사고방식에 대한 이해를 토대. 

로 보면 디자인 과정에서 외현화 는 아이디, (externalization)

어 발상에 매우 유용하다. 

디자인에서 외현화란 마음속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밖으  

로 표출하여 외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데 아이디어 발, 

상을 활성화하기 위한 언어적 외현화의 방법에는 키워드 도

출 발화 발표 기록 등이 있다 언어 , , , (Choi & Nah, 2017). 

중심의 발상은 키워드 도출과 조직화를 통해 체계적으로 아

이디어를 찾게 하고 아이디어의 폭을 깊고 넓게 할 수 있다 

또한 어휘 확장을 통한 디자인 전개(Paek & Kim, 2006). 

는 주제어 추출 유추에 의한 주제어 확장 어휘 간 자유결, , 

합 및 결합어휘의 가시화의 과정을 거쳐 가능하며 수평적, 

확산적 사고를 통해 많은 아이디어를 끌어낼 수 있다 (Kim 

& Park, 2010).  

언어적 외현화의 방법 중 하나인 마인드 맵 은   (mind map)

영국의 심리학자 토니 부잔 이 년 고안한 (Tony Buzan) 1971

것으로 학문적 기능을 담당하는 좌뇌와 예술적 기능을 담당, 

하는 우뇌가 함께 사용될 때 두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는 이론적 토대 위에 개발된 것이다 마인드 맵(Go, 2007). 

은 마인드 즉 생각이나 사고를 기존의 필기방법인 직선형으, 

로 기록하지 않고 거미줄처럼 지도를 그리듯 핵심어를 이미

지화하여 펼쳐가는 기법으로 마치 두(Lee & Shin, 2000) 

뇌에서 신경세포가 시냅스 를 이루며 퍼져 나가는 (synapse)

것처럼 개방적이고 조직적이며 사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용이하다. 

마인드 맵을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마인드 맵에  . 

서 생각의 핵심이 되는 주제를 중심에 놓고 주제에 대한 테

마는 중심에서 방사상으로 뻗어 나가게 구성한다 연상결합. 

으로 연결된 가지 위에 키워드를 올리는데 중요도에 따라 , 

상위가지와 하위가지로 구분하여 연결한다 이 때 가지는 마. 

디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취한다 (Kim, 2011).

마인드 맵을 작성할 때에는 강조 연상 명료화 기법을 고  , , 

려해야 한다 강조기법을 위해서는 중심 이미지마다 다른 색. 

상을 사용하거나 공간을 조직화하고 적절한 여백을 활용하

는 것이 필요하다 연상기법을 위해서는 가지 자체 내에서 . 

가지끼리 연결할 때 화살표를 사용하거나 부호나 색상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명료화 기법을 위해서는 용지를 수평으로 . 

배치하고 하나의 가지에 하나의 키워드만 사용하며 키워드

는 가지 위에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Kim, 2011).   

마인드 맵은 다차원적인 기억력과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기법으로 언어를 통한 연상작업과 통찰력을 통하여 창의적

인 아이디어 발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Cho & Lee, 

또한 생각의 연상 결합과 유연한 확장을 통해 주제2012). 

와 관련된 창의적 가능성을 탐구하고 주제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여 새로운 발상을 가능케 한다 (Yi, 2007).

사령수를�활용한�패션문화상품�디자인�기획III.�

디자인�아이디어발상1.�

디자인 아이디어 발상을 위하여 사령수에 대한 도상해석학

적 분석내용을 토대로 언어적 외현화의 과정을 거쳤다 도상. 

해석학적 분석 과정이 그림에 대한 언어적 분석을 통해 이

루어지기 때문에 언어를 사용한 외현화의 방법 중 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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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Design� Ideas� based� on� the� Iconological� Analysis� of� Yong

맵을 활용하였다 도상해석학적 분석의 최종 단계에서 도출. 

된 내용이 마인드 맵의 중심어가 되고 최종 단계를 끌어내

기 위한 단계의 도상학적 분석단계가 중심어와 연결된 주2

된 가지가 되도록 구도를 잡았고 도상학적 분석내용의 키워

드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가지를 쳐 나가면서 아이디어를 확

장시켰다.

아이디어 확장 과정에서 도출된 키워드를 색과 형의 연상  

작용과 연계시켜 디자인 아이디어를 얻었다 색상이 주는 감. 

정효과나 이미지와 색상 톤의 이미지 등을 접목시켰고 형, , 

태의 경우는 곡선과 직선 선의 굵기나 곡률 화면의 구도 , , 

등에 따라 표현되는 형태의 이미지를 활용했다 색이나 형에. 

서 연상되는 이미지는 개인이나 지역 문화에 따라 차이가 ,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이미지를 지니고 있기 때

문이다 (Kim, Lee, & Lee, 2009). 

용은 도상학적으로 권력과 왕권의 상징 변신의 조화 숭  , , 

배의 수신으로 이를 도상해석학적으로 종합해서 보면 초월

적인 힘에 대한 숭앙으로 볼 수 있다 권력과 (Kim, 2017). 

왕권의 상징에서 왕 중의 왕 뛰어난 강인한 범접할 수 없‘ , , , 

는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고 변신의 조화에서 신과 같은’ , ‘ , 

어디서나 존재하는 환상적인 등이 숭배의 수신 에서는 남, ’ , ‘ ’ ‘

성적인 거친 파도 바다 거친 물결 등이 도출되었다 최종, , , , ’ . 

적으로 이러한 키워드를 통해 강한 인상을 주는 대조배색, 

다이나믹한 느낌을 주는 소용돌이선 바다와 파도를 연상시, 

키는 블루 화이트와 위엄과 강인함을 표현하는 블랙 컬러, ,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원 포인트 구조 등을 디자인 아이디어

로 정리할 수 있었다(Figure 1). 

봉황은 도상학적으로 군왕과 태양 숭배 고결 청렴의 표상  , ·

으로 이를 종합해서 보면 하늘 위의 영매로 볼 수 있다 

군왕에서 새 중의 왕 하늘을 나는 날개 짓(Kim, 2017). ‘ , , 

의 날개가 큰 깃털이 아름다운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고, , ’ , 

태양숭배에서 높은 뜨거운 태양을 향하는 이상향의 등이‘ , , , ’ , 

고결 청렴의 표상 에서는 품위 있는 우아한 부드러운 등‘ · ’ ‘ , , ’ 

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키워드를 통해 리드미컬한 부드러운 . , 

이미지를 주는 유사배색과 라이트 톤 태양을 상징하는 원형, 

의 형태 등이 디자인 아이디어로 정리되었다(Figure 2). 

신구는 도상학적으로 미래의 예언자 장수 불사의 존재  , · , 

신의 뜻을 전달하는 사자로 이를 도상해석학적으로 종합해 

보면 유기체적 세계관의 현현이라 할 수 있다 (Kim, 2017). 

미래의 예언자에서 거북 점 등껍질 지혜로운 등의 키워드‘ , , ’ 

가 도출되었고 장수 불사의 존재에서 장수 불멸 끝 없이 , · ‘ , , 

이어지는 차분한 등이 신의 뜻을 전달하는 사자 에서는 , ’ , ‘ ’

수륙양생의 음양이 조화된 거대한 바다 수초 등이 도출‘ , , , ’ 

되었다 이러한 키워드를 통해 등껍질 무늬 연속선 차분한 . , , 

느낌과 깊은 바다를 연상시키는 덜 톤 딥 톤의 그린 블루 , , 

등의 컬러가 디자인 아이디어로 정리되었다(Figur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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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Design� Ideas� based� on� the� Iconological� Analysis� of� Bonghwang

Figure� 3.� Design� Ideas� based� on� the� Iconological� Analysis� of� Shingoo

기린은 도상학적으로 인수 재능 영예의 상징 하늘과 땅  ‘ , · , 

의 매개자로 이를 종합해서 보면 유교적 이데올로기의 표현

이라 할 수 있다 인수에서 공자의 인자한(Kim, 2017). ‘ , , 

유교의 차분한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고 재능 영예의 상, ’ , ·

징에서 재능 있는 영예로운 뛰어난 등이 하늘과 땅의 ‘ , , ’ , ‘

매개자 에서는 조화로운 안정된 균형 잡힌 등이 도출되었’ ‘ , , ’ 

다 이러한 키워드를 통해 차분한 느낌의 덜톤과 그린 그레. , 

이 블루 등의 컬러와 안정감을 주는 대칭 구조가 디자인 , 

아이디어로 정리되었다(Figure 4). 

디자인�기획�2.�

우리의 전통문화를 다음 세대에 계승할 대 젊은층이 20~30

선호할 수 있도록 모던한 감성을 유지하면서 사령수의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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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Design� Ideas� based� on� the� Iconological� Analysis� of� Kirin

지와 상징성이 잘 표현될 수 있도록 하였다 민화에 나타난 . 

사령수 동물의 형상에 사령수의 도상해석학적 분석 내용을 

토대로 한 상징성을 더하여 시각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사령수의 모티브는 용 봉황 신구 기린별로 개별적으로   , , , 

디자인을 전개하되 도안화 단순화 시키면서 도상해석학적 , 

분석에서 도출된 내용이 표현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안화 . 

과정에서 각 동물이 지니고 있는 상징성이 잘 드러날 수 있

도록 포즈나 세부적인 디테일을 표현하였다. 

색상은 과 같이 사령수의 각 동물별로 마인드 맵  Table 1

을 통해 도출된 키워드를 의 색채 이미지 스케일에 적용IRI

시켜 배색과 컬러 전개를 기획하였다 용은 변신의 조화 에. ‘ ’

서 파생된 굽이치는 다이나믹한 등의 키워드를 토대로 , IRI

의 배색 이미지 스케일에서 다이나믹한 이미지 에 해당되는 ‘ ’

비비드 딥 톤의 색감이 강한 컬러 배색을 활용하였다 봉황, . 

은 고결 청렴의 표상 에서 나타난 우아한 부드러운 키워드‘ , ’ , 

를 토대로 온화한 이미지 에 해당되는 라이트 톤을 중심으‘ ’

로 부드러운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신구는 수륙양생의 불. ‘ , 

사의 존재 에서 나타난 깊고 차분한 이미지를 토대로 딥 톤’ , 

다크 톤의 컬러들을 활용하였다 기린은 인수 에서 나타난 . ‘ ’

정적인 차분한 이미지를 토대로 덜 톤 딥 톤의 느낌을 주, , 

는 컬러들을 사용하였다.  

아이템은 패션문화상품으로 보편적인 스카프와 클러치로   

하였고 모티브와 컬러 전개 등에 있어 연계성을 주어 각각

세트 느낌이 들도록 디자인을 기획하였다 스카프는 사령수. 

의 메인 모티브를 강조하여 디자인하되 네 마리 동물 별로 

각 민화와 함께 등장하는 배경적 요소들을 서브 모티브로 

활용하였고 다양한 컬러와 모티브 등을 활용하여 풍성한 느, 

낌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클러치는 스카프와 컬러를 매치. 

시켰고 메인 모티브를 활용하여 대체로 단순하게 표현하였

다.

사령수를�활용한�패션문화상품�디자인�개발IV.�

모티브�디자인1.�

모티브 디자인을 위하여 용 봉황 신구 기린 민화에서 각 , , , 

동물을 벡터 라인으로 작업한 후 와 같이 모티브 디Table 2

자인을 완성하였다 전체적으로는 각 동물의 외형에서 출발. 

하여 모티브를 단순화시켰는데 도상해석학적 분석을 토대로 , 

한 마인드 맵에서 디자인 아이디어를 도출하였고 각 동물의 , 

상징성이 부각될 수 있도록 모티브를 디자인하였다.

용은 비늘이 있는 린충의 대표이자 사령수에서도 단연 으  

뜸이다 몸체의 형상을 변형하여 굽이치는 역동적인 포즈를 . 

더욱 강조하였고 비늘을 단순화하여 반복적인 곡선의 호로 

표현하였다 얼굴은 단순화시켰고 뿔과 불꽃 발톱을 확대시. , 

켜 초월적인 힘의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용과 함께 자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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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lor� Planning� of� Four� Auspicious� Animals�

Yong Bonghwang

Shingoo Kirin

장하는 구름의 이미지를 도안화하여 함께 배치하였다 봉황. 

은 암수가 같이 등장하는 특성 상 두 마리를 함께 모티브로 

사용했으며 전체적인 형상을 도안화하여 단순하게 표현하였

다 두 마리 봉황의 형상을 정리하면서 몸통의 깃털은 단순. 

화시켰고 꼬리 깃털을 길게 연장하며 둥근 원의 형태로 구

성하여 불멸을 상징하는 태양조 를 상징적으로 표현( )太陽鳥
하였다.  

신구는 용의 얼굴을 하고 있는 원본의 형상에서 얼굴을   

좀 더 단순하게 변화시켰다 신구의 특성을 상징하는 핵심적. 

인 등껍질은 육각형의 고유한 모습은 유지하면서 하나의 선

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하여 장수와 불사의 이미

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면서 조화와 유기체적 세계관을 표

현하고자 하였다 다리와 꼬리 등 기타 부위는 단순하게 표. 

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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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otives� Design� of� Four� Auspicious� Animals�

Original� image Line�Work� Motif� Design

Y

o

n

g

B

o

n

g 

h

w

a

n

g

    

S

h

i

n

g

o

o
 

K

i

r

i

n

  

기린은 갈퀴와 털이 장식적으로 표현된 원본의 이미지에서 

털이 있는 짐승을 대표하는 기린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갈퀴 부분을 강조하였다 다른 부분은 최대한 도안화하여 간. 

략히 표현하였고 기린의 특징적인 부분인 털과 머리에 솟은 , 

뿔 다리의 불꽃 등이 부각되도록 하였다, .    

스카프�디자인2.�

사령수 중 가장 강력한 힘과 권력을 상징하며 힘에 대한 숭

앙을 표현하는 용은 마인드 맵핑을 통해 강인(Kim, 2017) ‘

한 범접할 수 없는 환상적인 초월적인 등의 키워드가 도, , , ’ 

출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도나 색상 등에 있어 강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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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의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유동적인 곡선으로 면을 . 

분할하여 굽이치는 파도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면서 

용의 몸통을 부분적으로 확대한 이미지를 중첩하면서 함께 

어우러지게 배치하여 역동적인 느낌을 주었다 용과 함께 자. 

주 나타나는 구름무늬를 도안화하여 함께 배치하였고 용을 

단독으로 정 중앙부에 놓아 단 하나의 강력한 힘을 상징하

였다 의 컬러 이미지 스케일에서 다이나믹한 이미지에 . IRI

해당되는 네이비 블랙 다크 레드 등의 깊이 있는 컬러를 , , 

메인 컬러로 활용하였고 네이비와 옐로우 블랙과 스카이 블, 

루 다크 레드와 그린 등 대조 배색을 사용하여 강한 느낌, 

을 주었다 용의 몸체는 흑백의 색상으로 표현하면서 비늘 . 

부분은 그라데이션 처리하여 배경과 어우러지게 하였다

(Table 3). 

하늘 위의 영매를 상징하는 봉황은 새 중의 왕 날개 짓  ‘ , 

의 태양을 향하는 우아한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기 때문, , ’ 

Table� 3.� Scarves� Design� of� Four� Auspicious� Animals�

Design� 1 Design� 2 Design� 3

Y

o

n

g

 Deep navy(pantone 2757C) Dark red(pantone 490C) Black(pantone Black 6C)

B

o

n

g 

h

w

a

n

g

Light purple(pantone 7655C) Light green(pantone 344C) Light orange(pantone 472C)

에 봉황의 컬러를 부드러운 유사배색으로 표현하였다 스카. 

프에 전체적으로 섬세한 느낌의 소프트 톤 컬러를 사용하여 

우아한 느낌을 주었고 퍼플 그린 오렌지 컬러를 사각의 , , , 

테두리 부위에 사용하여 포인트를 주었다 태양 숭배의 상징. 

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두 마리 새를 원형의 형상으로 표현

하였고 좌우 상하 대칭시켜 사각 구도로 표현하였다 다채, . 

로운 컬러의 깃털을 활용하여 테두리 라인으로 표현하였고 

배경에도 깃털 모티브를 좀 더 축소하고 투명도를 조정하여 

연하게 표현하였다. 

유기체적 세계관을 보여주는 신구는 마인드 맵핑에서 지  ‘

혜로운 끝없이 이어지는 차분한 수륙양생의 바다 등의 , , , , ’ 

키워드가 도출되었다 깊은 바다를 연상시키는 덜 톤 딥 톤. , 

의 컬러와 함께 거북의 등껍질을 사용하여 육각형의 무늬가 

하나의 선으로 끝없이 이어지게 표현하였다 거북의 등껍질. 

을 바닥의 무늬로 배치하고 스카프의 테두리 라인에도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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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tinued

Design� 1 Design� 2 Design� 3

S

h

i

n

g

o

o

 Deep navy(pantone 5255C) Khaki(pantone 405C) Deep brown(pantone 7449C)

K

i

r

i

n

Green(pantone 446C) Gray(pantone neutral Bk U) Deep blue(pantone 7546C)

하였다 연꽃과 수초를 서브 모티브로 활용하여 두 마리의 . 

신구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구도로 처리하였다 스카프의 테. 

두리 장식을 대각선 방향으로 다르게 디자인하여 삼각형으

로 스카프를 접었을 때 서로 다른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유교적 이데올로기를 대변하는 기린은 마인드 맵핑을 통  

해 인자한 뛰어난 조화로운 안정된 균형 잡힌 등이 도출‘ , , , , ’ 

되었다 이러한 키워드를 통해 차분한 느낌의 덜 톤과 딥 . 

톤의 그린 블루 등의 컬러를 사용하였다 두 마리의 기린이 , . 

서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구도로 구성하였고 기린의 내부, 

에는 모란꽃을 넣어 부드럽고 풍성한 느낌을 더하였다 스카. 

프의 테두리 장식에 서브 모티브로 오동나무를 변형하여 배

치하였고 네 모서리 부분에는 모란꽃을 장식하면서 안정감

을 주는 대칭 구조로 표현하였다 스카프의 배경에는 하트. 

모양과 비슷한 형태로 기린의 털 모양을 도안화하여 흩뿌렸

다. 

클러치�디자인�3.�

다양한 컬러와 패턴으로 표현한 스카프와 달리 클러치는 모

티브를 위주로 단순한 형태로 디자인하였다 모티브의 기본 . 

형태는 스카프와 동일하지만 세부적인 디테일이나 컬러에서 

변화를 주어 스카프와 통일감을 주면서 지루하지 않도록 디

자인하였다(Table 4).

용의 모티브는 몸통 부위를 탄력적인 곡선의 형상으로 면   

분할하여 좀 더 화려하게 표현하였고 내부는 스카프와 마찬

가지로 용의 비늘을 파도의 물결처럼 반복되는 반원의 호가 

중첩되도록 하였다 곡선의 모티브에 강한 색차와 유동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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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lutch� Bags� Design� of� Four� Auspicious� Animals� �

Design� 1 Design� 2 Design� 3

Y

o

n

g

Yellow green(pantone 367C) Light green(pantone 566C) Light blue(pantone 629C)

B

o

n

g 

h

w

a

n

g
Light purple(pantone 7655C) Light green(pantone 344C) Light orange(pantone 472C)

S

h

i

n

g

o

o

Deep navy(pantone 5255C) Yellowish khaki(pantone 451C) Brown(pantone 7523C)

K

i

r

i

n

Green(pantone 446C) Gray(pantone neutral Bk U) Deep blue(pantone 7546C)

곡선미를 강조한 스카프와 어울릴 수 있도록 용을 좌우 반

전시켜 굽이치는 형상이 리드미컬하고 화려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하였고 클러치의 좌우를 배색 처리하여 옐로우와 네

이비 라이트 그린과 다크 레드 라이트 블루와 블랙으로 컬, , 

러 차가 크게 나도록 대조배색으로 처리하여 강렬한 인상을 

주도록 하였다. 

봉황의 모티브는 암컷은 날개 부위에 작고 도안화된 꽃을  

넣었고 수컷은 몸통과 날개 부분에 기하학적인 작은 패턴을 

넣었다 태양을 상징하듯 두 마리의 새가 원형을 이루도록 . 

꽁지 깃털을 둥글렸고 모티브를 클러치의 중앙부에 일렬로  

배치하여 단순하면서도 디자인의 포인트가 되도록 하였다. 

또한 부드럽고 우아한 느낌을 주는 라이트 톤의 퍼플 그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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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를 바탕 컬러로 설정하여 스카프와 어울리게 하였다.

신구의 모티브는 기존의 모티브에 외곽선을 넣어 모티브  

가 선명히 보일 수 있도록 처리하였다 신구는 등껍질의 무. 

늬를 바닥 전체에 점선으로 표현하여 마치 바늘땀처럼 보이

도록 하였다 등껍질의 선은 하나의 점에서 시작하여 끊김 . 

없이 이어지게 하여 장수 불사의 이미지를 나타내고자 하였, 

다 신구는 클러치의 우측 하단에 로고 같은 느낌으로 작게 . 

배치시켜 디자인의 포인트가 되도록 하였다 바탕 컬러는 네. 

Table� 5.� Fashion� Cultural� Products� Design� based� on� the� Iconological� Analysis� of� Imaginary� Animals

Yong Bonghwang

Shingoo Kirin

이비 옐로우 카키 브라운 컬러를 사용하였다, , .

기린의 모티브는 단순하게 도안화한 기린의 형상에 깔끔  

하게 단색의 컬러로 컬러링을 하였다 암수 두 마리 사이에. 

는 기린의 털을 변형하여 만든 하트와 같은 모양을 배치시

켜 지루하지 않게 하였다 기린 클러치는 모티브를 클러치 . 

전체에 패턴처럼 전개하였는데 모티브의 색상을 교차하여 

변화감을 주었다 바탕 컬러는 딥 톤의 그린 그레이 네이. , , 

비를 사용하여 차분하게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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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작품�제작4.�

스카프는 각 동물별로 디자인 번과 번을 실물로 제작하였1 2

는데 사이즈의 정사각형 실크 스카프로 를 , 90x90cm DTP

활용하여 프린트하였다 클러치 백은 사이즈이며 . 30x20cm 

디자인 번을 인조가죽에 로 프린트하였다1 DTP (Table 5).

결론V.�

본 연구는 전통문화에서 상서로운 동물로 귀하게 여겨졌던 

사령수의 도상해석학적 분석에 대한 후속연구로 도상해석학

적 분석 내용을 토대로 민화에 나타난 사령수 동물의 형상

에 인문학적 상징성을 더하여 패션문화상품을 개발한 것이

다. 

도상해석학적 분석 과정이 언어적 분석에 의한 것이므로   

언어를 사용한 외현화의 방법 중 마인드 맵을 활용하여 도

상해석학적 분석의 최종 단계에서 도출된 내용을 마인드 맵

의 중심어로 놓고 최종 단계를 끌어내기 위한 도상학적 분

석단계를 중심어와 연결된 주된 가지로 놓고 아이디어를 확

장시켜 디자인 발상을 실시하였다 아이디어 확장 과정에서 . 

색과 형태의 연상 작용 및 색채 이미지 스케일에 적용시켜 

구도와 배색 색채 등을 기획하였다, . 

용은 권력과 왕권의 상징 변신의 조화 숭배의 수신으로   , , 

도상해석학적으로 초월적인 힘에 대한 숭앙을 표현한다 마. 

인드 맵핑을 통해 뛰어난 강인한 범접할 수 없는 남성적‘ , , , 

인 등이 도출되었고 강한 인상을 주는 대조배색 다이나믹’ , , 

한 느낌을 주는 소용돌이선을 활용하였다. 

봉황은 도상학적으로 군왕과 태양 숭배 고결 청렴의 표상  , ·

으로 이를 종합해서 보면 하늘 위의 영매로 볼 수 있다 깃. ‘

털의 날개가 큰 태양을 향하는 품위 있는 우아한 등의 , , , , ’ 

키워드가 도출되었고 리드미컬한 부드러운 이미지를 주는 , , 

유사배색과 라이트 톤 태양을 상징하는 원형의 형태 등을 , 

사용하였다.

신구는 도상학적으로 미래의 예언자 장수의 존재 신의   , , 

뜻을 전달하는 사자로 이를 종합해서 보면 유기체적 세계관

의 현현이라 할 수 있다 등껍질 불멸 끝없이 이어지는. ‘ , , , 

차분한 수륙양생의 깊은 바다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고, , ’ , 

등껍질 무늬 연속선 차분한 느낌의 덜 톤 딥 톤의 그린, , , , 

블루 등의 컬러를 사용하였다. 

기린은 도상학적으로 인수 영예의 상징 하늘과 땅의 매  ‘ , , 

개자로 이를 종합해서 보면 유교적 이데올로기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인자한 뛰어난 조화로운 균형 잡힌 등이 도. ‘ , , , ’ 

출되었고 이러한 키워드를 통해 차분한 느낌의 그린 그레, 

이 블루 등의 컬러와 안정감을 주는 대칭 구조를 활용하였, 

다. 

스카프에서는 사령수를 각각 메인 모티브로 삼고 네 마  , 

리 동물 별로 각 민화와 함께 등장하는 배경적 요소들을 서

브 모티브로 활용하였다 용은 구름 불꽃 등을 서브 모티브. , 

로 사용하였고 봉황은 태양과 깃털을 신구는 바다와 연꽃, , 

을 기린은 모란과 오동나무를 서브 모티브로 사용하였다, . 

전체적인 구도는 용은 왕 중의 왕의 이미지이므로 단독으로 

중앙에 배치하였고 봉황은 사방배치로 안정적인 이미지를 , 

주었다 신구는 대각선으로 테두리 패턴을 분할하여 착용 시 . 

변화를 줄 수 있도록 하였고 기린은 사각형 테두리의 대칭 , 

구조를 통해 안정되고 조화로운 느낌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스카프는 다양한 컬러와 모티브를 활용하여 풍성하게 표현

한 반면 클러치는 모티브를 활용하여 대체로 단순하게 표현, 

하였고 스카프와 클러치는 각각 세트 느낌이 들도록 구성하, 

였다. 

사령수의 도상해석학적 분석내용을 토대로 한 디자인 발  

상을 통해 현대적 관점에서 민화를 재조명하고 전통문화인 

민화의 표현적 의미를 활용하여 디자인에 응용하여 보았다. 

이를 통해 인문학적 토대가 디자인의 내용을 풍성하게 하며 

디자인의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길상의 의미가 있는 사령수의 패션문화상품이 상품판매나 

포장 시 사령수에 대한 소개 리플렛과 함께 제시된다면 길

상의 스토리와 함께 전통문화 속의 문화적 함의를 함께 전

달하며 문화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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