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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Honam province, the cultural prototype are largely unknown to the people, also the 

research on this subject are scarce, the artistic excellence, somewhat under evaluated, 

both in our country and internationally. It is imperative that we develop the modern design 

using this prototype. thereby apply it to many areas of cultural products. We should extend 

the dimension not only to the local festival but also to the mass production resulting in the 

commercial gains. The Unjusa Buddha festival for promoting the public relation would be 

greatly benefited by using the concept of the temple, the local prototype, by which we 

expect to create a ingenious textile design pattern, coinciding with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The ancient material around Unjusa come to be the subject of our textile design by way 

of selecting the most remarkable ones of heritage among the materials of Unjusa. In the 

long run, the harmonious contrast of both traditional and modern image were sought in 

this study. Designed patterns were edited using Adobe Photoshop CS3, a multi-purpose 

graphic program and were simulated in the towel for visual presentation. The design is of 

two kinds, the one is of the free style using combinations of reclining Buddha, stone 

Buddha, stone pagoda, and geometric patterns freely not to be standardized. The other 

one is mixing of lotus pattern, reclining Buddha, and geometric patterns. These designs 

were applied delicately on the towel, necktie and handkerchief, and the various colors were 

suggested by the 6 color ways. The brilliance of our traditional cultural property should be 

noted by these designs and I hope that this study would be a help to develop our cultural 

prototype and make a product of using the outstanding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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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1세기는 문화와 경제의 시대이다. 국가와 지방의 

차원에서 어떤 문화산업을 키워낼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정책을 수립하여 진행, 발전시키지 않

으면 선진국의 반열에 진입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

다.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

웨어인 지식・정보・문화・창조력이 국부를 결정짓

는 요인이 되고 문화 창조력은 문화와 경제를 상생

시키는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가 되었다1). 

  프랑스의 문명비평가인 기 소르망(Guy Sorman, 

1944~ )은, 한국은 2008년 건국 60주년을 맞았지

만 아직까지 뚜렷한 국가 이미지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한다. 분단국인데다가 종교적, 지역적 다

양성이 깊어 옛것과 새것이 대립한 상황에서 이 모

두를 아우르는 한국적 이미지를 찾아내는 것은 어려

운 일일 것이다2). 

  국가적 차원의 통일된 한국적인 이미지의 구축은 

어렵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축제의 활성

화를 기반으로 지역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를 지역 

경제발전으로 연계하려는 노력을 다방면에서 기울이

고 있다. 따라서 지역이 갖는 특성을 고려하고 타 

지역과 차별화된 지역축제를 개발하는 것이 요즈음

의 지방 자치단체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3). 특히 시

간이 지날수록 원형이 훼손되고 사라져가는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윤종찬4)과 배영동5)은 

문화원형을 디지털기술로 복원하여야 하며, 또 복원

에 있어 현대 사회의 소비자 취향에 적합한 형태의 

문화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

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자는 광주ㆍ전남

지역의 문화유산 중에서 국내ㆍ외에 널리 알려진 화

순의 운주사를 문화원형으로 한 텍스타일 문양 개발

과 문화상품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되었다.

  운주사에 대한 선행연구로, 안홍국6)은 석불 비교

를 사진표현에서 관찰하였고, 이상헌, 최기주, 신철

균7)은 문화재 보존에 있어 암석의 풍화현상에 대한 

연구를, 송효섭8)은 운주사의 기호학적인 연구를, 나

경수9)는 운주사 전설에 대해, 박종철, 김영성10)은 

운주사 칠성석의 별자리에 관한 천문학적 조사를, 

이상준, 천득염, 정주성11)은 석탑의 조형적 특성에 

대한 연구를 행하였다. 또한 이혜성12)은 석불양식에 

대한 일반적 고찰을, 황정우13)는 석불과 석탑의 미

적특성을 연구했고, 조대원14)은 석불의 양식을 회화

작품에 응용한 연구를 행하였다. 

  문화상품 개발에 관한 연구로는 문소이15)가 주얼

리 문화상품 디자인 개발에 대한 연구를 하였고, 복

식분야에서는 안명숙16)의 운주사 석불에 나타난 복

식에 관한 연구 단 한편 뿐이었다. 

  이처럼 문화원형을 이용하여 지역축제에 활용 할 

수 있는 문화상품으로 텍스타일 패턴을 개발하고 이

를 문화상품으로 적용한 연구나 사례는 미흡한 실정

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호남지역의 문화원형인 화

순 운주사의 문화원형을 이용하여 운주사 와불 축제

에 활용될 수 있는 홍보용 문화상품 및 직물지로 쓰

일 수 있는 텍스타일 디자인을 개발해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운주사 문화원형을 이용한 텍스타일 디자인 개발

을 위한 프로세스(process)는 <그림 1>과 같다. 텍

스타일 디자인 개발의 기본 방향은 한국적이면서 현

대적인 이미지를 갖는 문화상품에의 활용이므로, 연

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운주사의 설립배경과 운주사

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펴보고, 운주사 주변의 

<그림 1> 운주사 문화원형을 이용한 

텍스타일 디자인 개발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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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원형으로는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문화재를 수집, 모티브(motive)화 하여 수집된 디자

인 모티브를 텍스타일로 전개한다. 전개 방법은 범

용그래픽 프로그램인 Adobe Photoshop CS3를 이

용하여 편집하고, 편집된 텍스타일 디자인을 수건과 

넥타이, 손수건에 적용해 시뮬레이션(simulation) 하

여 시각적으로 제시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문화원형의 정의

  ‘문화원형’은 사전적 의미로 문화와 원형의 합성

어로써, 먼저 문화란 인간의 공동 사회가 이룩하여 

그 구성원이 함께 누리는 가치 있는 삶의 양식 및 

표현 체계 즉, 언어ㆍ예술ㆍ종교ㆍ지식ㆍ도덕ㆍ풍속

ㆍ제도 등을 의미한다17). 원형은 사전적으로 세 가

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것, 

즉 역사적 기원이 되는 ‘최초형’이다. 이것은 원형

(原形, originality)이라는 뜻에서 보면 그 고유성과 

정체성에 촛점이 맞춰지게 된다. 둘째, 다른 자료의 

형성과 변화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영향형’이다. 

셋째, 유형의 요소들을 가장 잘 갖추고 있어서 완벽

한 갖춘 꼴을 하고 있는 ‘규범형’이다18). 위에서 살

핀 ‘문화’와 ‘원형’을 결합한 ‘문화원형’이란 여러 가

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 문화현상들의 공통분모

로서의 전형성, 민족이나 지역의 특징을 잘 드러내

는 정체성, 다른 민족이나 지역의 문화와 구별되는 

고유성, 위의 요소들을 잘 간직한 전통문화로써 현

재형의 본래 모습에 해당하는 문화가 문화원형이라

고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19). 따라서 본 논문에

서 다룬 ‘문화원형’이라 함은 역사적 과정을 거쳐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나기 이전의 본래 모습, 즉 각 

지역의 고유성과 정체성, 유형의 특성을 간직한 전

통문화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2. 운주사와 화순운주문화축제의 의의

  운주사에 대한 기록 중 임주훈은 ‘동국여지승람 

권40’에 절의 좌우 산마루에 석불, 석탑이 각각 일

천이 있고 석실이 있는데 이석불(二石佛)이 서로 등

을 대고 앉아있다고 나와 있다. 1984년 이후 네 차

례에 걸친 발굴조사에 의하면 11세기 초에 창건되었

고 12세기 때 전성기를 가졌고 정유재란 때 소실되

었으며 18세기에 복원한 적이 있다고 하며, 창건에 

관해서는 도선의 ‘풍수설’부터 ‘민중해방설’ 그리고 

‘외계인설’까지 갖가지 설화가 따르는데 최근에는 

원나라 군부가 만들었다는 설이 대두되었다20). 

  석탑 전문가 소재구씨는 천불천탑이 몽골의 간섭

기 때 원나라 군부가 고려 백성들과 물자를 강제 동

원해 세운 수난의 불사라는 설을 제시하였다. 그 이

유로 불상과 탑들의 스타일이 천편일률적이라는 점, 

다층탑에 엑스(×)자나 마름모꼴 무늬를 새긴 탑의 

문양은 몽골 전통 건축이나 공예물에 흔하다는 점, 

몽고인들은 티벳불교의 영향으로 다탑 조성의 관습

이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다21). 

  정제규는 그의 연구에서 석탑에 나타나고 있는 마

름모꼴의 문양들을 “만다라”라고 하는데 이 “만다

라”는 우주공간에 전개된 다양한 신앙형태를 체계적

으로 통일하는 원리로 이해되며 그 원리를 상징적으

로 표현한 불화를 지칭하기도 하여 우주적 조직도라

고 할 수 있다. 상징적 문양은 신앙 상 많은 것이 

융합 전개되었던 고려불교의 특색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22).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운주사는 창건 년도나 

목적, 역사성 등이 모호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까닭에 운주사는 오히려 세간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

한 요소들을 간직하고 있다23). 따라서 석탑의 형식

이나 석불의 형태 등이 갖는 디자인적 모티브가 타 

문화재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점을 확인할 수 있으

며, ‘문화원형’이 갖추어야 할 화순지역의 특징을 잘 

담고 있으며, 다른 지역과 확연히 구별된다는 점에

서 문화원형으로써 충분한 가치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화순 운주사 축제의 역사는 매우 오래전으로 거슬

러 올라간다24). 그 시작은 전남대 학술조사연구에서 

밝혔듯이 중장(중들의 장터)이 조선시대에 있었고, 

초파일과 추석에는 이 근방 주민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거의 전부 운주사로 몰려25)들어 즐겼다는 

것으로 축제의 뿌리를 찾을 수 있다. 현대의 축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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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된 것은 1995년 전남에서 주관하는 제 4회 시

군 행정연수대회에 관광부문 “도시 근교권의 관광객 

방문 증진 방안”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1995년 10월 

최우수논문을 수상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그해 

10월 운주대축제 개최가 결정26)되어 1996년 현재의 

향토 지역축제를 개최하기 이르렀다. 따라서 화순 

운주대축제는 과거 지역민들이 운주사를 중심으로 

치루어 왔던 원형적 축제의 잔형과 운주사의 전설 

및 천불천탑이 아우러져 존속되어졌고, 현재 군민의 

날과 적벽축제와 함께 10월 마지막 주의 주말에 개

최되고 있다. 운주 축제의 규모는 전국규모의 축제

가 아니라 향토, 면 지역 축제로서 존재한다는 한계

점을 내포하고 있다27). 또 축제 발전의 현황 중 주

요 문제점과 대책에서 “기념품 판매의 소홀 및 기념

품 개발과 판매 전략 필요28)”성을 축제의 개선점으

로 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개선점 즉, 기념품 개

발과 판매를 적극적으로 시도해 본다면 향토 축제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요소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3. 화순 운주사의 문화원형의 분류 및 특성

  <그림 2>는 화순 운주사의 문화재의 모습으로, 

대표적인 화순 운주사의 문화재인 석불, 석탑, 와불, 

사찰 창살의 연꽃문양이다. 운주사는 사적 312호로, 

명칭은 화순운주사지일원 (和順雲住寺址一圓) 분류

는 사지, 면적은 497,090㎡, 소재지는 전남 화순군 

도암면 대초리, 용강리 산3외, 건립 시기는 신라시

대로 추정된다29).

  운주사(雲住寺)는 ‘구름이 머무는 곳’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배를 움직인다’는 뜻의 운주사(運舟

寺)로 불리기도 한다. 본 연구는 화순 운주사의 문

<그림 2> 화순 운주사 문화재(와불, 석불, 석탑, 연꽃) -“운주사”, pp,14-77

화재인 석불, 와불, 석탑, 칠성석, 대웅전 천정의 나

무조각, 탱화, 사찰의 문들 중에서 텍스타일 디자인

의 모티브를 얻을 수 있는 문화원형으로 타 지역에

서는 찾아볼 수 없는 와불, 석불, 석탑(기하학무늬포

함), 연꽃(사찰의 외관)을 선정하였다.

 1) 석불

  운주사 일대의 석불은 형상이 단순화되고 변형이 

심하며, 그 조각 수법 또한 거칠고 조악하다. 그리

고 이러한 석불의 형태 등은 삼국시대부터 이어온 

전통적 불상 조각의 정형에서 크게 벗어난 파격적인 

면을 지니고 있다30). 운주사 일원에는 현재 돌부처 

70구와 석탑 18기만이 남아 있으나, 조선 초기까지

는 천 여 구의 불상과 탑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

다. 산과 들에 흩어져 있는 70여 구의 석불들은, 수 

십 센티에서 10미터 이상의 거대한 석불까지 그 크

기가 매우 다양하다31). 평면적이면서 토속적인 생김

새에 어색하고 균형이 잡히지 않은 신체 구조는 고

려시대 석불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2) 와불

  운주사의 와불은 도선이 천불천탑을 하룻밤에 세

울 때 맨 마지막으로 와불을 일으켜 세우려고 했는

데, 공사에 싫증난 동자승이 닭이 울었다고 거짓말

을 하여 불상을 세우지 못하여 와불이 되었다는 전

설이 전해진다32). 이외에도 기타 많은 설이 존재하

고 있으며, 두 구의 와불은 만산 계곡 서쪽, 약 

100m 높이의 야트막한 산봉우리의 약간 비탈진 곳

에 머리를 남쪽으로 향하고 비스듬히 누워있다. 왼

쪽 와불은 길이가 12m이고 오른쪽 와불은 11m이

다. 이 두 와불은 산마루의 바위에 새긴33)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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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석탑

  운주사 석탑들은 금당 앞의 중정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가람 배치와 무관하게 사찰의 전각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다소 무질서하게 위치하고 있다. 하나

의 가람에 이처럼 다양하고 수많은 석탑이 조성되었

다는 사실은 일종의 파격34)이며 석탑 또한 그 형태

나 표면의 문양(‘Ｘ’, ‘◇’, ‘川’)의 표현방식이 매우 

독특하고, 3층, 5층, 7층 등 층수도 다양하다. 둥근 

공 모양의 원형 탑이나 호떡 모양의 돌을 올려놓은 

듯 한 원판형 탑 등 특이한 모양의 탑도 있다. 

 4) 연꽃

  운주사의 연꽃 문양은 사찰에서 흔히 보여지는 연

꽃형태의 대웅전의 창살문양으로써 나무를 조각, 채

색하여 장식한 것이다. 타 지역의 화려하고 우아한 

느낌의 문양과는 달리 투박한 연꽃 조각에 빛바랜 

색이 소박한 운주사의 정취를 전달해 준다.

  이상과 같이 운주사 문화원형의 특성을 살펴본 결

과 운주사에 내재된 문화원형의 전반적인 특성은 투

박하고 소박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있다. 

Ⅲ. 화순 운주사 문양의 분류 및 특성

  텍스타일 디자인이란 원단에 날염할 패턴을 그리

는 것으로, 모티브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성하여 

반복된 문양의 표면 장식을 나타내는 것이다35). 패

턴(pattern)은 모티브가 모여서 이루는 문양의 전반

적인 조형단위를 말한다. 또 문양은 개념상 모티브

와 패턴으로 분류하며, 모티브는 문양을 이루는 형

태의 기본 단위라고 할 수 있다. 

  아래 <표 136)>패턴의 종류를 살펴보면 사각형

(Square), 삼각형(Triangle), 육각형/팔각형(Hexagons/ 

Octagons), 다이아몬드(Diamond), 오지(Ogee), 브

릭(Brick), 스케일(Scale), 스트라이프(Stripe)로 구분 

할 수 있다. 또 <표 1>리피트 배열 방법의 종류에

는 평이음(direct jointing) 또는 사방보내기, 스텝이

음(step jointing): 드롭패턴(drop pattern), 노리피트

(no repeat)로 살펴 볼 수 있다. 

  따라서 텍스타일 디자인이란 원단에 패턴을 그리

는 것으로, 모티브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성하여 

반복된 문양의 표면장식을 말하는 것이다. 

  <그림 2>에 제시된 운주사의 문화원형인 와불, 

석불, 석탑, 연꽃 등은 신라 혹은 고려시대의 사찰

인 운주사를 대변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특

이한 돌부처와 석탑이 모두 한 사찰 안에 있다는 점

에서 천불천탑에 대한 독특한 신앙을 보여주는 좋은 

예로 우리나라 미술사와 불교사 연구에 중요한 장소

이다. <그림 2>에서 제시된 운주사의 문화원형 중 

가장 대표할 만한 와불은 크기가 10m 이상이여서 

세계최대의 와불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특이할 만한 

것으로 탑의 표면에 새겨진 ‘Ｘ’, ‘◇’, ‘川’과 같은 

기하학적 무늬는 다른 사찰에서 볼 수 없는 점이다. 

반면 석탑은 다른 탑과 달리 원형의 기석을 써서 매

우 특이한 조형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탑의 표

면에 새겨진 독특한 문양과 형태에서 모티브를 추출

하여 텍스타일 디자인 개발에 활용하였다. 각 문화

원형에서 추출된 모티브는 아래<표 2>와 같다.

  이에 화순 운주사 문화원형에 대한 문양의 양식은 

크게 인공무늬(석탑), 자연무늬(부처인물), 식물무늬

(연꽃) 등으로 구별한다. 이들 모두 좌우 대칭과 리

듬이라는 기초적인 구성방법이 내재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표 2> 화순운주사 문화원형 모티브

의 형식적 분류는 크게 3가지로 자연무늬는 인공무

늬와 식물무늬, 기하학무늬로 구분하였다. 

Ⅳ. 연구방법 및 절차

  1. 트렌드 분석 및 이미지 맵 작성

  화순운주사 모티브를 현대적 텍스타일 및 문화상

품 디자인 개발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문헌자료 및 

인터넷, 화순군청의 자료를 살펴본 결과 퓨전

(fusion) 스타일(style)은 전 세계적인 문화적 흐름으

로 대두되었으며, 다양한 유행경향의 총체적인 믹스

(mix) 현상으로 각 영역간의 경계 또한 모호해지고 

있다. 즉 동·서양 문화의 믹스, ‘오리엔탈 패션

(Oriental fashion)’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받을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동양적인 디자인 소재 중 운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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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패턴 종류 및 리피트 배열 방법의 종류

<표 2> 운주사 문화재 문양의 형식적 분류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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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표적인 모티브로 이미지 맵(image map)을 작

성하였다.

<그림 3> 패션에 표현된 연꽃과 동양적 무늬 맵

<표 3 > 디자인 의도

  2. 디자인 컨셉(Design concept)

  <표 3>의 운주사의 원형모티브는 다른 사찰과 차

별화되는 형태를 보여주기 위해 변형을 통한 디자인 

보다는 원형모티브의 배열과 배경 무늬의 조화를 주

어 디자인 하였다. 리피트의 연결방법에 따른 디자

인 전개는 스텝이음(step jointing) 중 1/2스텝이음

(step jointing) 과 평이음(direct jointing)을 이용하

였다. 따라서 운주사문화원형을 이용한 텍스타일 디

자인 개발의 컨셉은 소박한 와불과 석불 등을 모티

브화한 불교와 도교적 이미지를 내포한 운주사만의 

특징을 표현하는 것이다. 

Ⅴ. 텍스타일 디자인의 활용

  1. Desig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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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Design 1 왼쪽상단 확대부분

<그림 4> Design 1, 홍보용 수건을 위한 

텍스타일 디자인

<그림 6> Design 1 중앙 확대부분

  <그림 437)>은 운주사 문화원형의 모티브를 이용

한 문화상품 디자인이다. 용도는 홍보용 수건으로 

국내・외에서 쓸 수 있도록 한국적이면서 현대적으

로 디자인 하였고, 기본 회색바탕에 붉은 컬러의 라

인을 상ㆍ하단에 배치하였다. 

  <그림 5>는 <그림 4>의 왼쪽상단의 확대부분으로 

모티브의 배열과 기하학적 문양의 배열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6>는 <그림 4>의 중앙의 확대부분으

로 와불과 석불, 석탑의 형태, 석탑의 표면에 새겨

진 모티브를 추출하여 조합한 문양들을 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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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은 Design 1을 6가지 컬러로 전개하였

다. 상단 왼쪽부터 컬러명은 다홍(#e30f66), 주황

(#d13b1f), 연두(#9eed09), 노랑(#d29a1e), 시안

(#17ddba), 블루(#4e1cc3)의 6가지의 컬러웨이

(color way)를 제시하였다. 

  <그림 8>은 Design 1을 수건에 패턴을 전개하였

고, 범용 그래픽프로그램인 Adobe Photoshop CS3

를 이용해 욕실에 시뮬레이션 하였다. <그림 9>는 

Design 1을 인물에 시뮬레이션 하였다. 

 

<그림 7> Design 1의 컬러웨이

  2. Design 2

  <그림 1038)>는 두 번째 디자인으로, 사용된 모티

브는 와불, 연꽃, 기하학적 무늬를 사방 배치한 패

턴이다. <그림 11>는 Design 2를 6가지 색으로 컬

러웨이 하였다. 초록(#67f00a), 블루(#0f52f4), 보

라(#d30af0), 다홍(#f20d4e), 주황(#f0400a), 시안

(#09f0aa)의 컬러로 전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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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 욕실에 전시된 수건 뮬레이션(simulation) <그림 9> Design 1을 이용한 수건 시뮬레이션

 

<그림 10> Design 2, 넥타이와 손수건을 위한 텍스타일 디자인

  실물은 넥타이, 손수건에 응용하였고, <그림 12, 

13>는 시뮬레이션의 한 예로써 인체에 착장하였을 

때 제품의 비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Design 3

  <그림 1339)>은 와불, 연꽃의 원형 모티브에 변형 

연꽃무늬를 넣어 디자인하였다. 디자인 크기는 

40×40cm로서 <그림 14>의 넥타이와 손수건에 시

뮬레이션하여 시각적으로 제시하였다. 리피트 방법



패션비즈니스 제13권 2호

110

은 배경 연꽃무늬는 1/4 스텝이음(step jointing)으로 

<그림 11> Design 2의 컬러웨이

 

<그림 12>Design 2를 이용한 넥타이 시뮬레이션 <그림 13 > 연꽃 변형 디자인

하였고, 앞 연꽃과 와불은 자유방식으로 전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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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넥타이와 손수건 시뮬레이션

   4. Design 4

<그림 15> 원리핏 손수건 디자인

  <그림 15>는 원 리피트(one repeat) 손수건 디자

인으로 안쪽 배경은 핸드 드로잉(hand drawing)을 

패턴 전개 하였고, 여러 종류의 연꽃 무늬을 혼합하

였다. 중앙부분은 운주사의 전설을 담기위해 와불이 

일어서 보이게 6개의 원형을 펼쳐서 전개 하였다. 

디자인 크기는 60×60cm 이다.

  이에 <표 4> 화순운주사 와불, 석불, 석탑, 연꽃

을 컨셉으로 한 4개의 디자인을 제시하여 정리하였

다.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평리피트(direct 

repeat)과 ½, ¼스텝이음(step jointing)으로 전개하였

다.  

Ⅵ. 결 론

  현대 텍스타일 디자인은 개성을 통한 차별화와 조

형적 표현을 위해 다양한 방법과 표현으로 그 범위

를 넓혀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보다 한국적, 

지역 문화원형을 활용한 표현은 조형적 다양성을 내

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우리것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문화원형을 활용한 텍스타일 디자

인 개발을 하였다. 텍스타일 디자인은 인간이 미의

식을 갖게 됨으로써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하나의 

도구로써 발달하였으며, 현대에는 과학기술, 통신, 

미디어의 발달로 그 범위가 전자제품 등 인테리어 

각 분야에 확산되어 장식의 용도로 쓰이고 있다. 따

라서 텍스타일 디자인은 패션의 영역에서 뿐 만 아

니라 패션과 연계된 분야로 새로운 표현적 영역과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한 화순 

운주사의 역사적 배경과 문화원형을 활용한 텍스타

일 특성과 모티브를 분석하고 활용한 디자인을 제시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와불, 석

불의 원형형태 및 석탑의 기하학적 문양, 사찰 창살

의 연꽃문양 등은 문화상품에 활용될 수 있는 훌륭

한 모티브가 될 수 있음에도 활용되지 않았으므로 

지역문화원형을 활용한 기념품 개발용 텍스타일 디

자인을 시도하였다. 또 운주사 문화원형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운주사에 내재된 문화원형의 전반적인 

특성은 투박하고 소박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 따

라서 운주사 문화원형을 이용한 모티브 추출 및 차

용은 현대적으로 이용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연구를 통해 살펴본 화순 운주사 모티브는 

기하학문양(‘Ｘ’, ‘◇’, ‘川’)의 표현방식이 매우 독특

해 하나의 이미지로 통합한 새로운 문양을 만들었

다. 또 대표적 이미지들은 원형 그대로 차용하였다. 

따라서 원형 모티브는 형태와 배열 상 불규칙해 보

이도록 하였다. 또 수공예적인 느낌의 배경 패턴을 

만들어 변화를 주고자 하였다. 이는 문화원형을 활

용한 디자인에 시각적 리듬감을 주어 단순 반복 되

어진 모티브에 활력을 넣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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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문화원형 및 모티브, 디자인정리표

Prototype Motive Layout Design Simulation

Design 1

 

자유배치

Design 2 사방배치

Design 3

¼스텝리핏

변형

연꽃무늬

Design 4

평리핏

회화적 

터치

변형연꽃

무늬

원리피트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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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창의적 표현의 확대로 문화상품 뿐만 아니

라 직물지, 인테리어용 벽지, 각종 전제제품 등에 

문양을 넣어 표현 할 수 있고, 원형 모티브를 제외

한 배경부분에 프리드로잉, 다양한 문화적 패턴을 

혼합해 개발한다면 독창적 디자인 개발을 위한 하나

의 대안으로 무한한 표현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운주사의 문화원형을 원형 그대로 이용한 

모티브의 반복으로 많은 변화를 주지 못한 한계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모티브의 재해석 부분은 앞으

로 보완하여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화순 운주사 문화원형에 대한 문양의 양

식은 크게 인공무늬(석탑), 자연무늬(부처인물), 식

물무늬(연꽃) 등으로 구별한다. 즉, 이들 모두 좌우 

대칭과 리듬(rhythm)이라는 기초적인 구성방법이 내

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화순운주사 문화원

형 모티브의 형식적 분류는 자연무늬, 인공무늬, 식

물무늬, 기하학무늬로 구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여섯째, 운주사 문화원형을 차용한 결과는 기하학

문양(‘Ｘ’, ‘◇’, ‘川’)의 구성, 무게감 있는 색채 사

용과 형태 및 배열방법(평이음, 스텝이음)을 통해 전

체적으로 통일성 있는 디자인 개발이 가능하였다. 

이를 Adobe Photoshop CS3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을 실시하여 실제로 사용되었을 때의 모습을 시각적

으로 검증하였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지역 문화원형에서 찾을 수 

있는 모티브를 응용한 텍스타일 디자인에 차별화되

어 표현됨으로써 문화상품 및 텍스타일 디자인 개발

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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