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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umuk drawings are made with water and muk(墨), which are used to express the light, shade 
and texture of an object. The expression methods of oriental drawing can be divided into three 
methods: pictorialization, abstractness and realism. The method of pictorialization expresses tradi-
tional pictures or letters. Abstractness show an artist's aesthetic feeling through sprinkling, splash-
ing and spreading diffusion of muk. The method of realism is Takbon which makes a copy 
painting directly from a monument by rubbing a paper with ink. Modern fashion designer at-
tempts to develop a new Sumuk technique based on both oriental drawing style and western wa-
tercolor painting style. Rather than following the designated styles of oriental drawings and 
Korean drawings, new Sumuk technique colors detailed structures expressed as outlines, dots and 
lines or creates abstract patterns through spreading or spilling in showing theme of flowers, 
plants and insects. In this study, in order to develop fashion cultural products with Sumuk tech-
nique, rubbed copy of the ancient ‘Emile bell Takbon’ was used. For this study, with the combi-
nation of different colors and the patterns from ‘Emile bell Takbon’, designs for scarfs, shirts and 
one-piece dresses were created. These techniques enabled to express soft and strong Takbon im-
age in simple Sumuk technique in harmony with modern trends.

Key words: Emile Bell(에밀레종), overlap(중첩), pictorialization and abstractness(회화성과 추상성), 
realism(사실성), Sumuk technique(수묵기법), Takbon(탁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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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1세기 창조화 시대에 있어 인터넷과 통신, 교통

수단의 급격한 발전은 정치, 사회, 문화, 예술의 각

영역에서 탈 시/공간성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경

향에 발맞추어 패션계에서도 다양한 문화권과 민족

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변화를 보이는 추세이다. 현대

패션에서는 다른 민족의 복식양식을 차용하거나 변

형하는 것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권의 예술적 특수성

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이 대거 등장한다. 최근 그

중심에는 동양의 ‘수묵(水墨)’기법을 응용한 직물의

모티프와 패턴이 많이 응용된다.

수묵화는 서양인들이 최근 흥미를 가지고 접근하

고 있는 동양화의 하나로 그리는 사람의 감정에 의

하여 물(水)과 먹(墨)의 농담, 번짐, 스며듦, 그리고

먹 선의 속도 등을 종이 위에 표현하므로 서양의 채

색화와는 차별된다. 현대 패션 디자이너들은 종이 대

신 천위에 수묵 기법을 적용하면서 기존과는 다른

탈 시/공간적 개념의 모티프와 패턴을 제시한다. 이

러한 수묵 기법은 이영희, 박동준, 그리고 최근 이슈

가 된 이상봉까지 국내 디자이너들의 컬렉션에서 꾸

준히 나타나고 있다. 최근 들어 해외 디자이너들도

동양적인 감성을 영감의 원천으로 수묵의 기법1)을

많이 사용한다. 국내외 현대패션 디자이너들의 수묵

기법은 우리나라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독특한 이미

지를 표출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수묵기법의 분류

와 현대 패션에 나타난 수묵기법을 살펴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

수묵 기법에 관한 디자인 선행연구는 박종임2), 임

대준3), 임완수4) 등이 있으나 수묵화의 정신성과 회

화적 특성에 집중하여 고찰하였고 제품이나 패션 디

자인과 접목되는 실제 사례는 부족하다. 패션문화상

품 개발에 관한 선행 연구는 대부분 제품개발을 위

한 무늬의 모티프 개발로, 원본이 되는 모티프들로는

특정지역의 암각화5)나 한국적 문양인 문인화6), 고구

려와당문양7), 매화8), 색동9) 등으로 한정되어있어 기

법응용방법에 대한 관련 연구는 미흡하다.

수묵기법의 하나인 탁본기법의 응용은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 명확한 분석이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

의 탁본기법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다라니경

의 목판화를 시작으로 신라 때부터 제작되던 역사성

을 가진 전통 고유의 방법이다. 탁본은 기법활용에

있어서 이전까지는 활자 등의 문화재 보존을 위한

목적이 대부분이었으므로 한정적으로 이용되었음에

그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탁본은 오늘날 현대예술분

야에서 한국의 현대 예술가들에 의해 재창조되고 있

어 한국의 문화정체성을 이어가는 역할을 하므로 본

연구의 목적인 디자인 개발을 위한 프린트 모티프

이용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현대 패션에서 새로운 직물의 모티프와

패션의 경향에 많이 응용되고 있는 수묵 기법의 분

류와 현대패션에 나타난 수묵기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적 정체성이 뚜렷한 탁본기법을 이용

하여 패션 문화상품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연구방법

은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하여 수묵 기법의 개념 및 특징을 이론적으로 고

찰하고, 오리엔탈 드로잉 분위기의 프린트가 국내뿐

아니라 해외디자이너들에게 대거 등장한 최근 4~5

년을 연구의 범위로 하여 사례 연구를 시행하였다.

사례연구는 국내 시장조사와 함께, 국내외 패션 컬렉

션을 전문 패션 사이트(www.style.com, www.first-

viewkorea.com, www.ifp.co.kr)와 디자이너 홈페이지

(이상봉, 박동준 등)를 통해 현대패션에 나타난 수묵

기법을 살펴보았다. 4인의 의류전문가가 수묵기법의

사례 200점을 선정하여 현대 패션에 나타난 수묵 기

법을 분석 및 고찰하였고 특히 수묵기법의 하나인

에밀레종 탁본을 응용하여 한국적 패션 문화상품 디

자인을 개발하였다. 디자인 개발의 방법은 에밀레종

탁본의 원본을 이미지 편집 작업이 쉽도록 Adobe

Illustrator 파일로 변환시켜 이를 디지털 프린팅하였

고, 이를 스카프, 셔츠, 블라우스의 3가지 종류의 패

션문화상품의 프린트로 이용하였다.

Ⅱ. 수묵화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수묵화의 정의
수묵화는 먹으로 그린 회화이며, 화선지에 먹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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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이 스며들어 번지는 효과를 이용해서 나타낸다. 수

묵화는 동양에서 오랜 기간 변화를 거듭하였고 현대

까지 동양특유의 독특한 표현양식을 가져왔다. 수묵

화는 물질의 차원을 지향하는 서양화와는 달리 하나

의 선(線)으로 색채의 명암이나 음양을 표시10)하고

최소한의 재료를 사용하여 깊은 내면을 추구하는 특

징을 가진다.

수묵화는 물과 먹을 주재료로 사용한다. 여기에서

의 묵색(墨色)은 오직 하나의 검은 색이 아니다. 먹

은 물의 조절량에 따라 종이와 조화를 이루며 그 사

이에서 새로운 공간적 깊이감을 만든다.11) 본래 먹은

검은 것을 표현한 현(玄)과 같은 뜻이며, 현이란 천

(天)을 뜻한다. 즉 먹은 단순한 재료가 아니며 하늘

과 같이 한없이 높고 유원(有元)하며 자연의 깊은

정신을 담고 있는 심오한 표현 매개이다.12)

수묵화는 흑과 백이 함께 어우러진 회화로서 그린

이의 생각이 깃든 함축적이고 추상적인 것이다. 대상

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기보다는 주관적·상징적

으로 표현하며 화가의 내면을 드러낸다.13) 즉 의도적

인 여백으로 인해 안정과 여유를 즐기고자 하는 동

양인의 정서가 담겨 있으며 이 안에서 함축성과 간

결성, 우연성, 추상성의 특징이 있다.

2. 수묵 기법의 분류
수묵화는 채색화의 한 종류로, 먹을 물과 섞어 농

담을 조절한 후 붓에 묻혀 종이에 그리는 것이다. 수

묵 기법은 먹의 농담에 따라 먹과 물을 사용하는 방

법이 다르다. 먹이 짙을수록 색이 진하며 먹이 옅어지

면 색도 연해진다. 물의 양은 많을수록 번짐이 심하

고, 적으면 번짐이 약하여 마른 느낌이 든다. 즉 먹과

물의 양에 따라 수묵화의 표현 방법은 다르다.

회화적 기법은 그림과 서체로 그리는 이의 미적

감성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주로 산수, 인물, 화조를

주제로 하며, 회화적이거나 혹은 함축적으로 표현하

여 그림을 그린다. 회화적 기법의 재료는 종이(화선

지)와 붓, 먹과 물이다. 회화적 기법에서는 화가 개

인의 미적 감각과 붓의 필력이 중요하다. 수묵화에서

말하는 붓이란 안료를 화면에 칠하기 위한 단순한

도구가 아니다. 붓의 용도에 대하여 붓끝을 봉망(鋒

芒) 또는 예인(銳刃)이라 하여 칼날과 같은 의미를

가지며, 이는 힘이며 필이라 하였다.14) 화가는 형태

의 묘사를 위해 개인의 필력을 통해 거침없이 선을

표현하고 먹의 농담으로 우연한 변화와 번짐을 의도

함으로써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게 된다. 정선의 인왕

재색도<그림 1>15)과 김정희의 소심란<그림 2>16)는

회화적 기법의 대표적인 예로 산수화와 화조, 서체를

주제로 그린 것이다.

추상적 기법은 물과 먹을 뿌리거나 튀기고 흘려

우연성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이 기법은 전통 회화에

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등장한 새로운 기법으로 우연

성에 입각하여 추상적인 표현을 시도하는 현대적 방

식이다. 추상적 기법은 서양 채색화의 재료인 안료의

틀에서 벗어남을 시도하여 추상표현의 동양화를 꾀

하기 위해 먹을 재료로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그림

3>17)처럼 붓에 먹물을 묻혀 무작위로 뿌리거나 혹은

떨어뜨려 인위적으로 번지고 튀기고 흘리는 효과를

낸다. 꼭 붓이 아니더라도 구겨진 종이, 붓대나 펜대

등을 사용해 문양을 찍어내는 경우도 있다. 수묵 추

상 기법은 현대 예술에서 다양하게 시도되며 그 만

의 입지를 점차 굳혀가고 있다.

사실적 표현 기법은 바위의 표면이나 나무의 껍질

과 결, 문화재의 활자 등의 요철(凹凸)감이 있는 대

상을 그대로 종이위에 표현하는 방법이다. 탁본은 사

실적 표현기법의 대표적인 예로, 울퉁불퉁한 표면에

물을 칠하고 그 위에 종이를 대어 먹을 묻힌 솜뭉치

나 솔로 두들기거나 문질러 모양을 찍어내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탁본은 공양비천상의 <그림 4>18)와

같은 문화재 보전을 위한 탁본이 주를 이루었지만

오늘날 탁본은 현대 한국수묵 작가들에 의해 창의적

소재로 부상하고 있다. 박대성19) 등은 탁본이 대상물

의 기록이나 보존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편견을 깨고,

이를 현대적으로 변용하여 새로운 장르를 창조해 내

고 있다. <그림 5>20)와 <그림 6>21)은 현대의 한국

수묵작가의 작품들의 예로 모두 먹을 사용하는 수묵

화 양식의 본질을 따르면서도, 주제와 소재, 구성과

기법 등의 면에서 신선한 조형적 특징을 보인다. 탁

본의 본래 형태를 유지하기보다는 탁본이 가지는 특

성을 잘 살려 한국 전통 탁본의 현대화를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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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재료 주제 내용 사례

회화적

표현

기법

종이, 붓,

먹, 물

인물

화조

산수

서예

회화적

표현,

서체

<그림 1> 인왕재색도, 정선

- http://www.cha.go.kr/

<그림 2> 소심란(素心蘭), 김정희

- http://arts.search.naver.com

추상적

표현

기법

천, 종이,

붓, 붓대,

펜대, 먹, 물

작가개인

추상적

주제

먹물을

흩뿌림,

번짐,

흘림

<그림 3> 먹물의 뿌림, 번짐, 흘림

- http://www.naver.com

사실적

표현

기법

종이,

솜방망이

털, 먹, 물

문화재

활자

바위표면

나무껍질

나이테

탁본

<그림 4> 공양비천상

- http://www.nohht.

com.ne.kr/

<그림 5> 석굴암보존불,

박대성, 2006

- http://people.artmusee.

com/

<그림 6> 가르마, 심경자,

1998

- www.naver.com

<표 1> 수묵 기법의 분류와 내용

<표 1>은 수묵기법의 분류와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3. 탁본
탁본은 오래된 비석의 글씨나 그림을 모사하거나

서체를 연구하기 위하여, 비석에 새겨진 행상을 종이

에 있는 그대로 옮기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다. 이는

먹색, 먹의 번짐, 스며듦 등을 이용한 수묵기법으로,

높낮이가 있는 물체의 표면 위에 종이를 올려놓고

색을 베껴 내거나 높낮이가 다르게 떠낼 수 있는 것

이 특징이다.

탁본은 깨끗한 판석 위를 물로 적시고 한지를 붙

인 후 먹을 묻힌 솜뭉치나 솔로 두드리거나 문지른

다. 따라서 사진으로 나타낼 수 없는 선과 문자 등의

미묘한 부분까지도 그대로 나타낼 수 있다.

탁본은 중국 수나라 때 시작되어 당나라에 이르러

널리 퍼지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신라 말기에 처음

들어와 7세기 중엽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한국

에서의 탁본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다라니경

의 목판화를 시작으로 신라 때부터 제작되던 전통

고유의 기법을 이어오고 있다.

탁본은 ‘형태 확인’이라는 단순한 계기에서 출발하

였으나 과정에서 개입되는 주관에 의해 이미 판화나

회화 같은 예술적 범우에 속한다.22) 이는 오랜 세월

을 거치면서 가지게 된 경륜을 드러내고, 탁본으로

밖에 음미할 수 없는 정취와 독자적인 세계를 만들

게 된다. 먹으로만 만들어진 탁본의 세계는 폭이 넓

고 미묘한 변화를 보여 채색된 회화 이상의 색채를

표현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23) 평면과 입체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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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성, 앞면과 뒷면의 상호성, 여백미 그리고 각(刻)

을 만든 사람과 탁본을 하는 사람들의 혼연 일체성

을 가진다.

탁본에 의한 먹점은 흐린 먹으로 시작하여 진한

먹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이고 중첩되어, 우연한 흔적

을 남기고 요철이 생겨서 화면에 질감을 형성한다.24)

진하게, 혹은 강하고 약하게 몇 번이나 반복해 가며

미묘한 감각을 표현하므로 다른 먹의 입자가 만들어

낸 미묘한 색조의 조화를 응용할 수 있다. 먹과 물,

종이를 사용하여 입체적 대상을 평면으로 전환시키

며 그 과정에서 작가의 감성이 가미된다는 점에서

탁본은 수묵기법을 지닌 예술 작품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Ⅲ. 현대 패션에 나타난 수묵 기법
분류와 사례분석

21세기에 이르러 염료와 인쇄술의 발달은 다양한

문양들이 패션에 등장하게 만들었다. 원단위에 표현

할 수 있는 모티프의 제한이 사라지게 되면서 많은

브랜드들은 그들의 아이덴티티와 예술성을 위하여

새로운 패턴을 제시한다. 모티프와 패턴은 또 다른

미술 분야로서 그와 관련된 많은 영감들이 복식에

접목되고 있으며 수묵기법 역시 여러 방면으로 재해

석 되고 있다.

현대 패션에 나타난 수묵기법의 분류는 위에서 분

류한 회화적 표현기법, 추상적 표현기법, 그리고 사

실적 표현기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회화적 표현 기법은 국내 디자이너 컬렉션에서 많

이 발견된다. 물과 묵, 붓을 도구로 하여 바탕재(한

지 또는 원단)에 회화나 서체 등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영희, 이상봉 등의 국내디자이너들은 한국인의 정

체성과 위상을 반영한 한국적 느낌의 산수화와 한글

서체를 디자인의 모티브로 활용하고 이를 세계적 디

자인으로 승화시키고자 꾸준히 노력하였다. <그림

7>25) 과 <그림 8>26)은 이영희의 작품으로 나무, 꽃,

열매, 숲의 경치를 원단에 직접 프린팅하여 디자인한

것이며, <그림 9>27)는 산의 형상을 먹의 농담 변화로

표현한 것이다. 이 기법을 이용한 이상봉의 작품은

수묵의 정통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기하학적이고 추

상적인 느낌과 함께 절제미와 세련미를 드러낸다.

<그림 10>28)또한 이상봉의 것으로 한글 서체를 모티

브로 하여 서체가 가지는 한국의 전통성과 독특함을

보인다.

추상적 표현기법은 국내외 패션 디자이너들이 다

양하게 시도하는 방법이며 물과 묵을 주재료로 바탕

에 붓, 손, 혹은 다른 원단이나 종이 등을 사용하여

먹물을 튀기거나 먹물의 번짐, 뭉개짐, 재료 도구와

의 터치감 등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응용 기법

은 수묵을 기본 재료로 한다는 원칙 아래 현대 미술

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추상적이고 기하학적인 미술

적 표현을 추구한다. 추상적 표현기법은 재료가 가지

는 동양적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작가의 창의

적 실험을 곁들인다는 특징이 있어, 해외디자이너들

에 의해서도 많이 사용된다. 이는 특수한 해외 국가

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동양적 환타지와 여유로움을

동경하는 모든 전 세계 디자이너들의 오리엔탈적인

표현방법이다. <그림 11>29)는 회화 기법의 선염을 이

용한 것으로 부분의 옷감을 묶은 채 먹물로 염색, 고

의성과 우연성을 접목시켰다. <그림 12>30)는 선을 긋

되 물을 적게 사용하는 갈필법을 이용한 것이다. <그

림 13>31)와 <그림 14>32)는 회화기법에서 볼 수 있듯

선과 점을 찍되, 먹물의 번짐을 이용하여 우연적 음

영 효과를 보여준다. <그림 15>33)은 먹물을 튀기고

뿌려 점을 표현하며, 우연적인 입자 크기들의 다양함

은 추상적인 성격을 강조한다.

사실적 표현기법은 회화적 기법과 추상적 기법에

비하여 국내외 디자이너들에게는 아직까지는 극소수

로 밖에 발견되지 않는다. 사실적 표현방법의 대표적

인 예는 탁본이다. 프린트 모티브로서의 탁본의 응용

은 해외는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많이 응용이 되지

않았다. 사실적 표현방법의 탁본은 탁본의 원본이 되

는 물체에 대한 작가의 주관성 개입이 요철감이 있

는 원본을 종이나 천으로 옮기는 과정 중과 이를 디

지털프린트와 하는 과정 등에 들어가므로 회화적 표

현방법이나 추상적 표현방법과의 차이점을 보인다.

<그림 16>34), <그림 17>35)은 암석과 나무의 결을 그

대로 이용한 프린팅 기법이며, <그림 18>36)와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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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 내용

회화적

표현

기법

국내 국내 국내 국내

산수화의

나무, 꽃,

열매, 숲의

경치

전통서체

<그림 7> 산수와 풍경

이영희, 2011 S/S

- www.style.com

<그림 8> 소나무

이영희, 2011 S/S

- www.style.com

<그림 9> 산봉우리

이상봉, 2010 S/S

- www.leesangbong.

co.kr

<그림 10> 한글서체

이상봉, 2007 S/S

- www.leesangbong.

co.kr

추상적

표현

기법

해외 해외 국내 국내 해외

전통기법

을 응용한

의도적

추상

수묵표현

(튀김,

뿌림, 번짐

등)
<그림 11>

선염법 이용

VPL, 2011 F/W

- www.firstviewkorea.

com

<그림 12> 갈필법

BCBG Max,

2011 F/W

- www.firstviewkorea.

com

<그림 13>

먹물의 번짐

이상봉, 2009 S/S

- www.leesangbong.

co.kr

<그림 14>

먹물의 번짐

박동준, 2010 S/S

- www.pakdongjun.

co.kr

<그림 15>

먹의 튀김

Moschino

2010 S/S

- www.firstviewkorea.

com

사실적

표현

기법

국내 국내 해외 해외

<그림 16> 나이테의 표현

이상봉, 2008 F/W

- www.leesangbong.

co.kr

<그림 17> 나이테의 표현

이상봉, 2008 F/W

- www.leesangbong.

co.kr

<그림 18> 나무껍질의

표현

Brian Reyes, 2011 F/W

- www.ifp.co.kr

<그림 19> 나무껍질의

표현

LAMB, 2010 F/W

- www.ifp.co.kr

바위,

나무의

단면,

표면에서

나타나는

결을 표현

<표 2> 현대패션에 나타난 수묵기법의 분류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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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은 나무의 껍질을 탁본하여 직물의 프린트로

이용한 예이다. 현대패션에서는 프린트에 이용되는

탁본에 대한 정보와 기술이 미흡한 관계로 일부 소

수의 국내디자이너들에게서만 탁본에 대한 정확한

기법 사용을 살펴볼 수 있다.

탁본을 포함한 수묵 기법을 이용한 현대 패션 직물

의 패턴들은 거의 디지털 프린팅 기술(Digital Printing

Technique)을 이용하여 출력된다. 디지털 프린팅 기

술은 스캔 받은 이미지 그대로 프린터에 전송하여

출력하는 방식이다. 종래의 날염에서 표현할 수 없는

섬세한 이미지까지 표현이 가능하고 제품의 고급화

에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어 현대패션에서 대중적으

로 사용된다.

사례 200점에 대한 회화적 표현기법, 추상적 표현

기법, 사실적 표현기법은 각각 26.0%(52점), 63.5%

(127점), 10.5%(21점) 가 나왔으며 <표 2>는 현대패

션에 나타난 수묵기법의 분류와 사례를 정리한 것이

다.

Ⅳ. 디자인 개발
1. 개발 의도 및 방법
현대패션 디자이너들은 매 시즌 브랜드마다 문화

정체성을 나타내는 디자인으로 브랜드 고유의 아이

덴티티를 확고히 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한국 디자이너들의 컬렉션에서 나타나는 한글 모티

프와 전통 산수화의 표현은 영국의 타탄 체크, 인도

의 페이즐리 문양, 중국의 용무늬 등에 버금가는, 경

쟁력 있는 문화정체성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수

묵기법의 탁본이 새로운 문양 개발에 창조적인 모티

프로 제시될 수 있는 방법임을 시사한다.

수묵 기법 중 사실적 방법인 탁본은 직물 문양 디

자인 개발에 있어, 최첨단 기술인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 기법의 이용이 용이하다. 본 연구에서는 ‘에

밀레종’이라 알려진 성덕대왕 신종의 ‘공양비천상 탁

본’을 사용하여 디지털 텍스타일 프틴팅 기법으로 패

션 문화 상품용 스카프와 블라우스 및 셔츠에 적합

한 직물을 개발하였다. <그림 20>은 연구자 소유의

공양비천상 탁본을 디지털 프린트화한 것이다.

<그림 20> 디지털 프린트화한 공양비천상 탁본의 모습

- 필자 디자인

2. 디자인 및 해설
본 연구에서는 탁본이 먹을 이용한 독특한 수묵기

법 양식이라는 점에서 성덕대왕 신종의 <공양 비천

(飛天) 탁본>을 재해석하여 프린트 모티프로 활용하

였다. 흔히 ‘에밀레종’이라 알려진 종에 새겨진 부조

를 찍은 탁본에는 종이 양 쪽에서 두 명의 비천이

꽃구름 위에 무릎을 꿇고 앉은 자세로 공양을 드리

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두 손으로 향로를 받쳐

들고 있는 경건한 모습으로 옷자락이나 구름 등이

유려하고 신비한 느낌을 자아낸다.

직물 디자인 개발 과정에서는 최근 패션디자인에

서 주목받고 있는 중첩 기법을 이용하였다. 중첩(重

疊, overlap)38)은 하나 이상의 것이 겹쳐지거나 포개

어진 것 혹은 그러한 행위이다. 패션에서의 중첩은

완성된 아이템의 착장 과정 뿐 아니라 의복 구성단

계에서 겹치거나 덧붙이는 것, 또는 삽입하는 모든

기법을 말한다.39) 현대패션에 나타난 중첩기법은 겹

침, 반복, 관입 등으로 나타나며, 특히 반복 유형에

의한 중첩기법은 동일한 형식에 의한 직물의 반복,

동일한 구성요소의 크기 변형에 의한 반복배치의 조

형적 특성을 갖는다.40)

본 연구에서는 우리 고유의 탁본 작품에 현대적인

감각을 접목시켜, 직물 문양표현에 적합한 반복의 중

첩기법을 이용하여 프린트 문양을 만들었고 이를 바

탕으로 패션문화상품을 개발하였다. 에밀레종 탁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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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품

스카프

<그림 21> 색동 바탕 스카프

- 필자촬영, 촬영일자 2010. 8. 6

<그림 22> 단색 바탕 스카프

- 필자촬영, 촬영일자 2010. 8. 6

<그림 24> 꽃과 에밀레 롱 스카프

- 필자촬영, 촬영일자 2010. 8. 6

<그림 23> 꽃과 에밀레 사각 스카프

- 필자촬영, 촬영일자 2010. 8. 6

셔츠 및

블라우스

<그림 25> 셔츠

- 필자촬영, 촬영일자 2010. 8. 6
<그림 26> 블라우스

- 필자촬영, 촬영일자 2010. 8. 6

<표 3> 디자인한 스카프와 셔츠 및 블라우스

나타났던 비천상과 꽃구름을 모티프로 하여, 스카프

직물에는 색동과 한국의 꽃을 함께 반복하고 겹쳐

배열하고, 블라우스와 셔츠에는 한국의 등고선을 삽

입하여 중첩의 미를 표현하였다.

1) 스카프

스카프는 <그림 21>와 <그림 22>와 같이 공양 비

천상 탁본 중 한 명의 비천 모티프를 그대로 적용하

였다. 실크 새틴 원단을 가로 50cm, 세로 50cm로 잘

라 끝을 자수로 처리한 작은 사이즈로 개발하여 다

른 의복 아이템과의 연출에 있어서도 가볍고 무난하

게 코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바탕색으로는 음양오행

설과 관련된 적색, 황색, 청색 등의 단색과 색동을

활용하여 한국적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크기를 줄인

모티프를 반복적으로 배치하여 ‘쁘띠 스카프’ 특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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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랄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3>과 <그림 24>의 스카프는 흰색, 골드 두

가지 색상을 이용하여 비천상과 비천을 감싸는 구름

을 프린트한 것이며 화려한 한국꽃무늬 배경과 함께

배치하여 디자인 하였다. <그림 23>와 <그림 24> 스

카프는 <그림 21>, <그림 22>의 쁘띠 스카프와는 달

리 사이즈는 가로 99cm, 세로 99cm 와 가로 50cm,

세로 165cm이며, 비천상의 여성스러움과 꽃배경의

화려함을 강조하였다.

2) 셔츠 및 블라우스

공양 비천상 탁본의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나타내

기 위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양 비천

상 탁본>의 꽃구름 모티프를 확대, 축소, 회전 및 변

형 등을 주어 그 형상을 재구성하였다.

실크 CDC로 만든 셔츠는 <그림 25>와 같이 기본

형의 패턴을 활용하여 만들어졌다. 이에 사용된 모티

프의 색채는 음양오행설 관련된 다섯 가지 색의 채

도를 높여 전체적으로 강렬한 느낌을 주거나 그린의

채도와 명도를 낮추어 한 가지 색을 이용, 심플하고

차분한 느낌을 의도하였다. 셔츠는 모던하고 세련된

감각을 더하기 위하여 블랙을 바탕색으로 결정하였

다. 골드로 우리나라의 지형 일부분의 등고선을 그린

후 그 위에 새롭게 형성된 모티프를 자유롭게 배치

하였다. 블라우스는 윙(wing) 소매를 가진 품이 넓

은 판초형 실루엣으로 <그림 26>과 같다. 화이트 실

크 스위스 쉬폰을 사용하여 부드러움과 여성스러움

을 지니지만 캐주얼한 실루엣으로 쉽게 아이템을 활

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레이 컬러만을 사용한 모

티프들은 기하학적인 스트라이프 도형들과 블라우스

아래쪽에 함께 배치시켜 모호하면서도 유동적인 아

름다운 이미지를 갖도록 하였다.

<표 3>은 디자인한 스카프와 셔츠 및 블라우스의

사진이다.

Ⅴ. 결론
패션문화상품은 각 지역 고유문화의 독창성을 현

대적으로 접목하여 새로운 감수성을 표현한다. 우연

에 의해 무궁무진한 시각적 효과를 내는 동양의 수

묵 기법은 최근 국내 디자이너는 물론, 해외 디자이

너들에게까지 서양의 정서에 어울리도록 다양한 방

법으로 현대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카프와 셔

츠, 블라우스 등의 기본적 패션 아이템에 전통을 재

해석한 수묵 기법의 프린트 모티프를 적용하여 패션

문화상품을 개발하였다.

수묵화란 먹으로 그린, 흑과 백이 함께 어우러진

회화로서 그린 이의 생각이 깃든 함축적이고 추상적

인 것으로 한국에서는 오랜 기간 변화를 거듭하면서

그 전통의 맥을 이어오면서 독특한 표현양식을 확립

하였다. 수묵기법은 회화적 표현기법, 추상적 표현기

법, 그리고 사실적 표현기법으로 나뉜다. 회화적 표

현기법은 산수, 인물, 화조를 회화적이거나 함축적으

로 그리는 것으로 그리는 이의 주제표현 감각이 잘

드러난다. 추상적 기법은 물과 먹을 뿌리거나 튀기고

흘려 우연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우연성에 입각하여

추상적인 표현을 시도하는 현대적인 새로운 방식이

다. 사실적 표현 기법은 요철감이 있는 대상 즉, 바

위나 나무의 표면과 결, 활자 등을 물과 먹을 이용하

여 그대로 종이위에 옮기어 표현하는 방법으로 대표

적으로 탁본이 있다.

국내외 패션 디자이너들의 작품에 나타난 수묵기

법은 산수화와 한글서체를 그대로 차용하는 회화적

표현기법과 현대 추상미술 기법의 재료로 수묵을 사

용하는 추상적 표현기법, 그리고 사물의 외면을 수묵

을 이용하여 기록하였던 사실적 표현기법으로 분류

하였다. 회화적 표현기법으로서 수묵 산수화와 서체

는 한국의 패션 디자이너 컬렉션에 국한되어 등장하

는 모티브로써 한국 고유의 산수화와 한글을 그대로

원단에 프린트함으로써 한국적인 전통미를 바로 느

끼게 하였다. 추상적 표현기법을 디자인에 응용하는

사례는 국내외를 막론하며 가장 활발하고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번짐, 튀김, 뭉갬, 선긋기, 오버랩

등 다양한 추상 표현기법을 응용한 모노톤의 프린트

들은 국내 디자이너들에게는 한국적 전통성을 표현

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해외 디자이너들에게는 중

국풍, 일본풍, 또는 그로테스크로 표현되는 다양하고

다른 방식의 분위기를 지니고 있었다. 사실적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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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인 수묵 탁본은 그 예술성을 인정받아오지 못하

다가 최근 들어 많은 국내 수묵화 작가들의 주 모티

브로 사용되고 변형이 되면서 새로운 수묵화 장르로

그 예술성을 인정받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묵기법의 하나의 양식인 탁본을

이용하였으며, 에밀레종 즉 성덕대왕 신종의 공양 비

천 탁본을 재해석하여 패션문화상품 개발을 위한 프

린트 모티프로 활용하였다. 패션문화상품의 직물 문

양은 반복의 중첩기법을 이용하여 디지털 프린팅하

였고, 이를 스카프, 셔츠, 블라우스의 직물로 이용하

여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지금까지 수묵 탁본기법이 적용된 구체적인 사례

들이 국내는 물론 해외 디자이너들에게서도 거의 나

타나지 않았다. 자연물의 표면을 그대로 복원한 탁본

보다는 특히 한국이 지닌 소중한 문화재들의 탁본을

사용하여 기존과는 색다른 수묵기법의 프린트 모티

브를 창출한다면 새로운 한국적 전통미를 세계에 전

달할 수 있는 중요한 모티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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