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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is study provides suggestions of cultural product design contents by using the cloud-shaped 
gong in traditional temple culture in order to find a high value-added approach. The research 
herein is part of cultural design contents projects embedded with the spiritual value and symbolic 
connotation of temple culture. This would be meaningful to enhance its degree of utilization. 
This can also be a way to find a strategic alternative to a high value addition of temple stay and 
dissemination of temple culture. For the research methodology, literature was reviewed over tem-
ple stay and Bulgeonsamul. For motive design and development of cultural product design, both 
Adobe Illustrator CS3 and Adobe Photoshop CS3 were used as computer design program. The 
template image of cloud-shaped gong for basic motive design was selected from those available at 
the domestic temples for accurate depiction of its head and body. Finally, samples were adopted 
from those temples of Gounsa, Songgwangsa, Guinsa, Hwaeomsa, and Naesosa. For each motive, 
different colors were applied and ten basic motives were practiced in total. By repeating the 
process for these motives, three types of textile design were prepared. T-shirt designs used a 
round neckline as basic form, and it was designed for sleeved and sleeveless styles. Apron designs 
stressed V-neckline and two types were processed: one for the back seam line and the other for 
side seam line. Pendants were designed with modern and luxurious image so that so that it 
could be used in various types of accessories. Designs for the bedding applied pattern design of 
the motives and this was done in a way that gave the images a sense of stability and splendor.

Key words: apron design(앞치마 디자인), bedding design(침구 디자인), cloud-shaped gong(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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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전통사찰은 종교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고유의 역사와 정서를 반영한 소중한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다. 유네스코가 석굴암이나 해인사 장경판전

과 같은 전통사찰의 유물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

하여 그 가치를 입증한바 있듯이 우리 정부에서도

전통사찰문화를 활용한 한국적 이미지 구축에 집중

할 것을 발표한 바 있고,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역시

불교문화상품 공모전 개최 및 템플스테이, 사찰음식

의 세계화 등을 통해 전통사찰문화의 다양한 콘텐츠

를 개발 진행하고 있다. 특히 템플스테이는 한국문화

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관광문화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종교적 차원을 떠나 하나의 문화콘텐츠로 인

식되고 있고, 다양한 전통문화체험의 산실이자 외국

인들에게는 한국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문화관광자

원으로 그 참가자 수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즉 국가이미지 구축을 위한 중요한 콘텐츠로 작용하

고 있다.

그러나 템플스테이와 관련된 선행연구1)는 주로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의 체험만족도나 템플스테이 운

영현황 및 활성화 방안, 또는 전통사찰의 관광활성화

적인 측면에서의 템플스테이에 관한 것으로 템플스

테이의 고부가가치 전략을 위한 문화상품개발에 관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리고 사찰 문화상품

관련 연구2)로는 불화나 법구, 사찰 건축의 단청, 창

살, 연꽃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뿐만 아

니라 현재 사찰문화를 기반으로 한 문화상품은 템플

스테이나 불교문화를 중심으로 한 문화행사 및 관광

상품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국

내에서 시판 중인 전통사찰 관련 문화상품 역시 종

교적인 측면이 강조된 장식품이나 소품디자인 등으

로 독창적인 우리 전통사찰문화의 저변을 확대시키

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위한 선행연구로 국내에서 시판 중인

불교문화상품의 종류와 디자인모티브, 재료, 가격대

등의 현황 분석 결과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시판 상품에 적용된 디자인 모티브로는 연꽃

이 가장 많은 비중을 나타냈고, 부처나 보살상, 달마,

불교 상징 문자 등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전통사찰을 대표하는 범음구인 불전사물

(佛殿四物)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제품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불전사물은 전통사찰 고유의 유물이

자 사물(四物) 각각의 상징성과 조형미를 내재하고

있어 전통사찰문화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고 문화상

품에서 차별화된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디자인

모티브로 이를 활용한 디자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

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전통사찰문화의 불전사물 중 운판

을 이용하여 고부가가치화를 모색할 수 있는 문화상

품 디자인을 제안하고자 한다. 전통사찰 내의 다양한

불교문화 상징물들은 우리문화의 정체성을 내재함과

동시에 고유의 형태와 상징성을 통해 현대적인 감각

의 독창적인 모티브로 전개할 수 있는 무한한 디자

인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찰문화의 정신적 가치와 상징적 의미를 내

재한 문화디자인콘텐츠 사업의 일환으로서 그 활용

도를 높일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문화상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하나의 전략적 방안으로서의

활용 및 전통 사찰문화의 저변확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은

불전사물의 개념과 종류에 관해 문헌고찰 하였고, 모

티브디자인 및 문화상품 디자인 전개를 위해 컴퓨터

디자인 프로그램인 Adobe Illustrator CS3와 Adobe

Photoshop CS3를 이용하였다. 디자인 모티브는 이론

적 배경을 통해 도출한 운판의 머리와 몸체 형태 구

분에 준하여 국내 사찰에 현존하는 운판 중 5곳의

운판 형태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기본 모티브 디자인

의 리핏 작업을 통해 텍스타일 패턴으로 전개하였고,

이를 티셔츠, 우산, 펜던트, 에이프런, 침구디자인에

적용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템플스테이의 개념
템플스테이란 전통사찰 내에서 행해지는 문화체험

의 일종이다. 단기간 사찰에 머물면서 수행자의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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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삶을 간접 체험하여 한국 불교문화의 이해는 물

론 전통문화를 경험하게 되고 정신적 수양까지도 도

모할 수 있는 체험문화라 할 수 있다. 2002년 한, 일

월드컵 기간 동안 부족한 숙박시설을 대체하고 불교

문화의 대중화를 위한 하나의 전략적 방안으로 시작

된 템플스테이는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 브랜드

사업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지난 2009년 OECD는 전

세계 성공적인 5대 관광 상품 중 하나로 발표3)하기

도 하였다. 템플스테이 시작 당시 33개 사찰로 출발

하였으나 2011년에는 122개 사찰로 확대되어 실시되

고 있는 가운데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2015년 템플

스테이 이용객이 내국인 29만 명, 외국인 4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4)하기도 하였다.

즉 템플스테이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몸과 마음

을 쉬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사찰의 아름다운 자연과

전통 사찰 문화를 체험하는 매력적인 문화상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한국 불교문화의 저변 확대와

국가이미지 확립에 기여하고 있는 문화콘텐츠라 할

수 있다.

2. 불전사물(佛殿四物)에 관한 일반적 고찰
불전사물이란 불교의식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범

음구로, 범종, 법고, 목어, 운판을 지칭한다. 이 네 가

지 사물은 서로 다른 목적과 의미를 지니지만, 부처

님의 말씀에 비유하여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동시에

소리를 듣는 순간 삼계중생이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는 신앙적 의미와 시간이나 특별한 사건이

있음을 알리는 실용적 의미를5) 가지고 있다. 범종은

천상과 지옥에 있는 중생을, 목어는 수중의 중생을,

운판은 하늘에 떠다니는 중생을, 그리고 법고는 땅에

서 사는 모든 중생을 일깨우기 위해 울린다고 하며,

서로 다른 소리를 내지만 불법의 진리가 중생의 마

음을 울려 깨우친다는 공통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불전사물은 소리를 통해 부처님 앞에 공양하는

하나의 장엄구인 동시에 불법을 드러내는 방편6)인

동시에 우리 고유의 문화콘텐츠라 할 수 있다. 불전

사물의 종류와 상징성에 대해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1) 범종

범종(梵鐘)은 대표적인 범음구로 경종(警鐘)·조종

(釣鐘)·당종(撞鐘)이라고도 한다.7) 범종에서 범(梵)

은 산스크리트어 ‘브라마’를 음역한 ‘범마’, ‘범람마’에

서 따온 것으로 우주의 이치나 만유의 근원이라는

의미를 담고8) 있으며, 맑고 깨끗한 불, 보살의 음성

이나 경법의 소리를 상징하기도 한다. 현존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우리나라 범종은 대부분 신라시대 것들

로 <그림 1>9)의 국보 36호인 상원사 범종, 국보 29

호인 성덕대왕 신종 등을 포함하여 총 11점이 있다.

범종은 용통, 용뉴, 음관, 천판, 견대, 상대, 연곽,

연뢰, 종신, 종신 부조상, 당좌, 하대, 종구로 구성되

어 있다.10) 특히 용통은 우리나라 범종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양식이며, 종을 매다는 고리의 역할을

하는 용뉴 역시 한 마리의 용으로 구성되어 중국과

일본의 범종과 차별화된 특징을 나타낸다. 또한 종신

에는 비천상이나 불상, 보살상 등을 부조로 장식하였

고, 종을 치는 자리인 당좌에는 원형의 연꽃무늬와

당초무늬를 장식한 것이 일반적이다. 범종의 가치는

무엇보다도 웅장한 소리에 있으나 범종이 갖는 상징

적 의미와 함께 연뢰, 연곽, 비천과 보살상, 용뉴 등

다양한 장식적 요소들을 통해 범종의 신성성과 위엄

을 강조하였으며, 모든 불자들의 정성과 염원을 반영

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법고

법고(法鼓)란 조석예불에 사용되는 북을 말하며,

불법이 북 소리와 같이 널리 퍼져나가 모든 번뇌를

물리치고 해탈에 이르게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

닌다. 법고는 사찰에서 도량석의 마지막 목탁 소리를

신호로 치게 되며 나무로 된 두개의 북채로 마음 ‘心’

자를 그리면서 두드린다.11)

법고는 <그림 2>12)와 같이 소나무로 구성된 북통

과 소가죽으로 만든 북의 양면, 북의 모서리부분인

북의 각, 가죽을 북통에 고정시키는 못, 전체 하중을

받는 대좌(臺座)와 북을 오려 놓는 간주(竿柱)로 구

성된 법고대(法鼓臺)로 구성된다. 북통에는 단청으로

채색된 운룡도가 대부분이며, 북의 양면 가장자리에

는 적, 황, 청, 녹색의 단청 띠로, 북의 양면 중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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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卍자무늬나 태극의 문양을 그려 치장하였고, 법고

대는 사자나 거북과 같은 신령스러운 동물, 또는 연

꽃, 구름 문양 장식으로 치장하였다. 특히 빨강, 파랑,

노랑을 기본색으로 하여 법고 중앙 면에 표현된 태

극의 세 날개 형상은 하늘, 땅, 우주라는 공간적 개

념을 상징하며, 회전하는 형상은 우주의 운행을 나타

내는 시간적 개념을 상징하는 하나의 융합적인 산물

로 존재한다.13) 卍자무늬 역시 불교의 상징으로 길상

만덕의 의미에서 법고에 장식되었고, 북통에 표현된

운룡의 형상은 신성하고 상서로운 구름과 용의 상징

적 의미를 통해 법고 소리의 신령스러움을 부각시키

고자 하는 염원이라 할 수 있다.

3) 목어

목어(木魚)는 사찰의 종루나 누각에 걸어놓고 조

석예불 때 치는 불구의 하나로 목어고(木魚鼓)·어고

(魚鼓)·어판(魚板)이라고도 한다. 나무를 깎아 물고

기 모양으로 만들고 복부를 파내 속을 비게 하여 막

대로 두드림으로써 소리를 내는 것으로서 물속에 사

는 모든 중생을 제도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다.14) <百丈淸規>에 의하면 물고기는 주야로 눈을 감

지 않으므로 수행자로 하여금 자지 않고 도를 닦으

라는 뜻으로 목어를 만들었다고 하였으며15), 이를 두

드려 수행자의 잠을 쫓고 혼미한 마음을 경계한다고

하였다.

목어는 머리와 몸, 향공, 목어채로 구성된다. 몸 부

분은 섬세한 비늘모양으로 표현하였으며, 목어의 아

랫부분에 뚫린 구멍인 향공을 목어 채로 두드려 목

어의 옆면을 치는 중국과 일본과는 차별화된 특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머리 부분은 처음에 단순한 물고기

모양이었으나 차츰 <그림 3>16)과 같이 용머리에 물

고기의 몸을 취한 용두어신(龍頭魚身)의 형태로 변

형되어 갔고 입에 여의주를 물고 있는 형상을 나타

내게 되었다. 우리나라 사찰에 있는 목어의 경우 전

신이 물고기 모양을 닮은 장어형과 몸은 물고기를

머리는 용의 모습을 한 용두어신형으로 구분되나 대

부분 용두어신형이 배치되어 있다.17)

4) 운판

운판(雲版)은 화판(火板)·장판(長板)·재판(齋板)·

판종(板種)이라고도 한다.18) 운판의 용도는 원래 좌

선을 그치고 자리를 뜰 때를 알리는 소개정(小開靜)

과 정오 전에 먹는 재식(齎食)을 알리기 위함이지만,

그 상징적 의미는 공중을 날아다니는 중생을 제도하

고 허공을 떠도는 영혼을 천도하는 의미를 지닌다.

운판은 철판 또는 청동 판으로 만들어지며, 형태

는 구름모양의 넓은 판으로 맨 윗부분에는 운판을

매달기 위한 소공이 있으며, 머리 부분과 몸체로 구

성된다. 머리 부분은 세 개의 둥근 곡선으로 구성된

삼호형, <그림 4>19)와 같이 맨드라미꽃과 같은 계관

화형, 여의의 머리모양과 같은 여의두형 등으로 구분

된다. 몸체는 생긴 모양에 따라 오호형, 여의두형, 자

유형으로 구분하거나, 몸체 안쪽의 파여진 부분에 따

라 반월형, 와운형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또 운판

몸체의 문양 장식에 따라 양면식과 편면식으로 구분

되며, 해와 달, 비천, 보살, 용, 범자(梵字), 육자대명

왕진언 등을 새겨 장식하였고, 중앙의 운판을 두드리

는 당좌(撞座)는 대부분 연꽃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

다.20)

이와 같이 운판은 상징적 의미와 함께 구름의 형

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머리 부분이나 몸체의

형태에 따라, 그리고 내부에 새겨진 다양한 문양을

통해 장식성의 가치까지도 지닌 법구라 할 수 있다.

Ⅲ. 운판을 이용한 문화상품 디자인
1. 기본 모티브디자인 전개
본 연구에서는 범종, 법고, 운판, 목어로 구성되는

불전사물 중 운판을 중심으로 기본 모티브디자인을

전개하였다. 앞 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운판은 하

늘을 날아다니는 모든 중생과 허공을 떠도는 영혼을

천도한다는 상징적 의미와 함께 유기적인 곡선으로

구성된 다양한 구름 형상을 나타내 형태적인 측면만

으로도 디자인적인 감성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기본 모티브디자인을 위한 운판 원형의 이미지는

국내 사찰의 운판 중 운판머리와 몸체의 형태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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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것들로 선별하여 계관화

형인 고운사 운판, 삼호형인 송광사 운판, 삼호형 머

리와 와운형 몸체로 구성된 구인사와 내소사 운판,

불꽃형인 화엄사의 운판 이미지를 활용하였다.

기본 모티브디자인은 각 운판의 특징적인 형상을

유지하되 선을 단순화시키고 운판 내부에 장식된 구

름, 달, 연꽃 문양을 적용하여 변화를 주었다. 각 모

티브별로 색상적용을 달리하여 총 10개의 기본 모티

브디자인을 전개하였으며, 각 모티브디자인 별로 리

핏 작업을 통해 세 가지 패턴의 텍스타일디자인으로

전개하였다. 색상은 블루, 브라운, 퍼플, 그리고 불교

에서 흑과 백을 초월하는 색이자 승려의 청빈한 무

소유의 삶을 상징하는 그레이를 적용하였으며, 그러

데이션 효과를 주어 입체적이면서도 차분하고 모던

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본 모티

브디자인 전개 시 운판 고유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콘셉트를 설정하였다.

모티브디자인 1-1과 1-2는 고운사 운판의 형태를

중심으로 전개한 것이다. <그림 5>21)의 고운사 운판

은 머리 형태가 계관화형의 특징을 나타내며 내부에

는 한 쌍의 피리 부는 천녀(天女)와 구름위의 해와

달, 당좌부분에 연꽃모양이 장식되어 있다. 따라서

계관화형의 특징을 살리되 복잡한 곡선의 형태를 단

순화시키고, 모티브 내부에는 연꽃의 이미지를 삽입

하여 디자인하였다. 색상은 그레이와 블루를 중심으

로 그러데이션 효과를 적용하였고, 연꽃 모티브 역시

운판의 색상과 동일한 그레이와 블루를 적용하여 각

색상별 그러데이션 배색을 통해 모던하면서도 통일

된 조화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활용한 텍스

타일디자인은 모티브디자인의 평이음을 이용한 원

리핏, 회전과 대칭을 이용한 지그재그 형태, 회전반

복을 이용한 원 형태의 세 가지로 전개하였다.

모티브디자인 2-1과 2-2는 보물 1244호인 송광사

운판의 형태를 중심으로 전개한 것이다. <그림 6>22)

의 송광사 운판은 머리 형태가 삼호형이며 몸체 안

쪽의 파여진 부분이 반월형의 형태를 나타낸다. 운판

내부에는 구름위의 해와 달, 당좌부분에는 연꽃모양

이 장식되어 있고 ‘終南山 松廣寺’가 새겨져 있다. 따

라서 삼호형의 특징을 살리되 원형의 이미지를 최대

한 반영하였고, 모티브 내부에는 운판 형태를 축소

반복하여 배치함으로써 운판의 형태미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색상은 그레이와 퍼플을 중심으로

그러데이션 효과를 적용하였고, 내부에 삽입된 운판

에는 명도에 차이를 둔 그러데이션 배색을 적용하여

통일된 조화미와 입체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활용한 텍스타일디자인은 모티브디자인

의 대칭과 회전반복을 통한 원 리핏을 통해 세 가지

로 전개하였다.

모티브디자인 3-1과 3-2는 구인사 운판의 형태를

중심으로 전개한 것이다. <그림 7>23)의 구인사 운판

은 머리형태가 삼호형이며 몸체 안쪽의 파여진 부분

이 구름이 소용돌이치는 와운형의 형태를 나타낸다.

운판 내부에는 구름위의 해와 달, 당좌부분에는 연꽃

문양이 장식되어 있고 ‘小白山 救仁寺’가 새겨져 있

다. 따라서 머리 부분의 삼호형과 몸체의 와운형의

특징을 살리되 원형의 이미지를 최대한 반영하였고

모티브 내부에는 구름 위의 해 이미지를 삽입하여

디자인하였다. 색상은 그레이와 브라운을 중심으로

그러데이션 효과를 적용하였고, 내부에 삽입된 구름

과 해 문양 역시 명도에 차이를 둔 그러데이션 배색

을 적용하여 입체적이면서도 차분한 이미지를 갖도

록 하였다. 이를 활용한 텍스타일디자인은 모티브디

자인을 45도 회전하여 평이음한 원 리핏, 회전과 대

칭을 이용한 지그재그 형태, 회전반복을 이용한 원

형태의 세 가지로 전개하였다.

모티브디자인 4-1과 4-2는 화엄사 운판의 형태를

중심으로 전개한 것이다. <그림 8>24)의 화엄사 운판

은 일반적인 형태와 달리 독특한 형태를 나타낸 것

으로 불꽃과 같은 형태의 구름이 두 개의 동심원이

새겨진 원판 둘레를 감싸고 있으며, 내부에는 구름

문양을 새겼고 당좌부분이 없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불꽃 형태의 특징을 살려 디자인하

였고 모티브 형태를 축소 반복하여 배치함으로써 형

태미를 부각시켰고, 모티브 내부에는 동심원과 원형

으로 이어진 여의두 형태의 구름문양을 삽입하여 디

자인하였다. 색상은 그레이와 레드를 중심으로 그러

데이션 효과를 적용하였고, 내부에 삽입된 동심원과

구름문양 역시 동일색상을 적용하여 입체적이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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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판 원형 기본 모티브 패턴1 패턴2 패턴3

<그림 5>

고운사 운판

- http://sansa.culture

content.com

1-1

1-2

적용 색상

<그림 6>

송광사 운판

- http://sansa.culture

content.com

2-1

2-2

적용 색상

<그림 7>

구인사 운판

- http://sansa.culture

content.com

3-1

3-2

적용 색상

<표 1> 운판을 이용한 기본 모티브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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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화엄사 운판

- http://sansa.culture

content.com

4-1

4-2

적용 색상

<그림 9>

내소사 운판

- http://sansa.culture

content.com

5-1

5-2

적용 색상

차분한 이미지를 갖도록 하였다. 이를 활용한 텍스타

일디자인은 모티브디자인을 45도 회전하여 평이음한

원 리핏, 상하 대칭하여 평이음한 원 리핏, 회전반복

을 이용한 원 형태의 세 가지로 전개하였다.

모티브디자인 5-1과 5-2는 내소사 운판의 형태를

중심으로 전개한 것이다. <그림 9>25)의 내소사 운판

은 머리형태가 삼호형이며 몸체 안쪽의 파여진 부분

이 구름이 소용돌이치는 와운형의 형태를 나타낸다.

운판 내부에는 악기를 연주하는 한 쌍의 천녀와 해

를 한 쌍의 용이 둘러싸고 있으며 당좌부분에는 연

꽃문양이 장식되어 있고, ‘來蘇寺’가 새겨져 있다. 원

형의 형태는 가로방향이 넓은 타원의 형태이나 모티

브디자인은 도자기 형태와 같이 세로방향이 더 긴

형태로 변형하였으며 모티브 5-1은 내부 중앙에 축

소 반복시킨 형태를 배치하였고, 모티브 5-2는 모티

브 아랫부분에만 축소시킨 모티브를 반원의 형태로

배치하여 디자인하였다. 색상은 모티브 5-1은 그레이

를 중심으로 톤 온 톤 배색을 적용하여 차분한 이미

지를 부각시켰고, 모티브 5-2는 청 보라의 명도차를

이용한 콘트라스트 배색을 적용하여 변화된 이미지

를 갖도록 하였다. 이를 활용한 텍스타일디자인은 기

본 모티브디자인과 180도 회전한 모티브를 하나의

단위로 평이음한 원 리핏, 상하 대칭한 반복단위를

평이음한 원 리핏, 회전반복을 이용한 원 형태의 세

가지로 전개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2. 문화상품 디자인
본 장에서는 운판의 이미지를 이용한 기본 모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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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셔츠 디자인

T1-1 T2-1 T3-1 T4-1 T5-1

T1-2 T2-2 T3-2 T4-2 T5-2

<표 2> 티셔츠 디자인

디자인을 중심으로 문화상품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적용 문화상품 아이템 선정은 선행연구26)로 실시한

국내시판 전통사찰문화관련 문화상품의 분석 결과를

참고로 하여 선정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국내 불교문화상품과 관련된 인터

넷 쇼핑몰 12곳과 서울, 경기, 전남지역에 소재한 국

내 사찰 6곳의 기념용품점에서 판매하는 문화상품

총 3064점에 대한 상품 종류와 디자인 모티브, 재료,

가격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템플스테이 참가자만

을 위한 상품이나 특정 사찰의 상징물을 활용한 문

화상품은 찾아보기 힘들었고, 전통 불교문화관련 상

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상품의 종류는 인테

리어용품(41.4%), 액세서리 및 잡화(30.2%), 의류

및 패션소품(24.6%), 문구용품(3.4%), 그릇용품(0.4%)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인테리어

용품에서는 조각장식품이, 액세서리 및 잡화의 경우

핸드폰 줄이, 의류 및 패션소품에서는 가방과 파우치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며, 종교적인 이미지를 사

실적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

다. 가격대는 1-5만원 미만이 가장 많았고, 각 상품

에 적용된 불교 상징 모티브는 연꽃이, 재료는 섬유

소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잡화 위

주의 저가형 생활소품이나 작품 위주의 장식용품들

이 대부분으로 나타나 전통사찰문화의 상징성을 내

재하면서도 대중적이고 실생활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는 문화상품의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즉 이러한 문화상품들의 경우 사찰 고유의 특색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템플스테이 참가

자들이 수행과정 중 활용할 수 없는 아이템이 대부

분이다. 따라서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참가과정 중

활용할 수 있거나 기념품으로 구입할 수 있고, 특정

종교의 차원을 떠나 많은 대중이 일상생활에서 활용

할 수 있는 상품디자인으로 선별하여 티셔츠, 앞치마,

우산, 펜던트, 침구디자인으로 전개하였다. 문화상품

디자인에 적용되는 패턴은 기본 모티브디자인과 반

복패턴을 활용하였고, 아이템별로 상품의 특징에 어

울릴 수 있도록 모티브디자인의 변형 및 조합, 그리

고 레이아웃에 변화를 주어 적용하였다.

1) 티셔츠 디자인

티셔츠 디자인은 <표 2>와 같이 모티브별로 라운

드 네크라인을 기본으로 민소매와 긴팔소매 디자인

의 두 가지 스타일로 디자인하였다. 민소매 디자인은

래글런 소매의 형태를 나타낼 수 있도록 라인을 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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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프런 디자인

A1-1 A2-1 A3-1 A4-1 A5-1

A1-2 A2-2 A3-2 A4-2 A5-2

<표 3> 에이프런 디자인

어 캐주얼한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다. 티

셔츠 색상은 화이트를 기본으로 각 모티브디자인에

서 적용한 색상을 적용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나타냈

으며, 그러데이션 효과를 적용하여 변화감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다.

T1-1은 티셔츠 중앙에 모티브디자인 1-1에서 적용

한 연꽃 모티브를 중심으로 운판 모티브를 상하 대칭

배치하여 수직방향이 강조된 원 그래픽디자인으로 나

타냈고, T1-2는 모티브디자인 1-2를 45도 회전 반복

하여 동심원의 형태를 나타낸 문양 중심에 연꽃 모티

브를 삽입하여 원 그래픽디자인으로 디자인하였다.

T2-1은 연꽃과 구름, 모티브디자인 2-1을 서로 조합

하여 원 그래픽디자인으로 나타냈고, T2-2는 투명도

를 조절한 연꽃모티브 위에 모티브디자인 2-2를 수직

배열하여 전개하였다. T3-1은 모티브디자인 3-1에서

적용한 운판 내부의 구름과 달의 문양, 운판의 형태

를 서로 조합하여 레이아웃 하였고 티셔츠 몸판과 소

매에 서로 다른 방향의 그러데이션 효과를 적용하여

변화감을 나타냈다. T3-2 역시 톤의 변화를 준 브라

운 색상의 티셔츠에 모티브디자인 3-1의 변화된 레이

아웃으로 그래픽적인 효과를 강조하였다. T4-1은 모

티브디자인 4-1에 적용한 구름문양을 확대배치하고

그 안에 반복패턴의 일부분을 삽입하여 변화감을 나

타냈고, T4-2 역시 동심원 형태를 강조한 레이아웃으

로 디자인 하였다. T5-1은 모티브디자인 5-1의 투명

도를 조절하여 입체적인 그래픽 효과가 강조될 수 있

도록 하였고, T5-2 역시 반복패턴의 일부분을 활용하

여 톤의 변화를 준 모티브디자인의 중첩된 레이아웃

으로 그래픽 효과를 나타냈다.

2) 에이프런 디자인

에이프런 디자인은 <표 3>과 같이 모티브별로 브

이 네크라인을 강조한 뒤여밈 형태와 어깨 끈으로

구성된 옆 여밈 형태의 두 가지 스타일로 전개하였

다. 두 스타일 모두 소지품을 수납할 수 있도록 앞면

에 패치포켓을 넣었고, 에이프런 디자인에 적용한 색

상은 각 모티브디자인에서 적용한 색상의 동일, 또는

유사색상배색 적용하여 조화된 이미지와 경쾌한 이

미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다.

A1-1은 모티브디자인 1-1의 패턴 3과 곡선을 활

용하여 줄기에 연결된 꽃잎과 같은 형상을 나타내도

록 하였고, A1-2 역시 유기적인 곡선과 꽃잎의 이미

지로 디자인하였으며 좌우대칭 된 패턴을 적용하여

안정감 있으면서도 화려한 이미지를 나타내도록 하

였다. A2-1은 모티브디자인 2-1의 패턴 1을 적용하

였고 가슴부분과 포켓에 연꽃과 조합된 기본 모티브

를 배치하여 디자인 하였고, A2-2는 에이프런 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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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 디자인

U1-1 U2-1 U3-1 U4-1 U5-1

U1-2 U2-2 U3-2 U4-2 U5-2

<표 4> 우산 디자인

인의 중심과 밑단부분에만 모티브디자인을 적용하여

단정한 이미지를 나타내도록 하였다. A3-1은 모티브

디자인 3-2와 직선을 이용하여 가는 줄기 위의 꽃과

같은 이미지를 나타내도록 하였고 몸판의 한쪽에만

배치하여 변화를 주었고, A3-2는 모티브디자인 3-1

의 패턴 3의 일부분을 활용하고 크기와 투명도를 조

절한 반복단위를 올 오버 형식으로 레이아웃 하여

디자인하였다. A4-1은 파스텔 톤의 핑크를 에이프런

에 적용하여 모티브디자인이 부각될 수 있도록 하였

고 투명도를 조절한 모티브디자인 4-1에 적용한 구

름형태의 동심원 형태를 전면에 올 오버 형식으로

레이아웃 하였다. A4-2 역시 모티브디자인 4-2의 회

전반복에 변화를 주어 하나의 반복단위로 활용하였

고, 밑단부분에 줄기에 피어난 꽃과 같은 형태로 변

화를 주어 배치하였다. A5-1은 파스텔 톤의 블루를

에이프런에 적용하였고 에이프런 앞 뒤 중심에 변형

된 모티브디자인 5-1을 수직 배치하여 단정한 이미

지를 갖게 하였고, A5-2는 모티브가 부각될 수 있도

록 에이프런에 그린 색상을 적용하였고 모티브디자

인 5-2의 변형과 곡선의 조합으로 자유 배치하여 경

쾌한 이미지를 갖도록 하였다.

3) 우산 디자인

우산 디자인은 <표 4>와 같이 우산을 펼쳤을 때

문양의 효과가 더 부각될 수 있도록 하였고, 양산으

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염두에 두어 디자인하였다.

U1-1은 모티브디자인 1-1의 패턴 3의 일부분을

활용하여 우산의 각 면에 회전 배치하였고, U1-2는

모티브디자인 1-2를 활용하여 중앙과 끝부분에 원형

과 다각형의 형태를 나타내도록 배치하였다. U2-1은

모티브디자인 2-1과 패턴 1을 조합하여 각 면에 배

치하였고, U2-2 역시 모티브디자인 2-2와 패턴 3을

조합하여 배치하여 디자인 하였다. U3-1은 모티브디

자인 3-1을 이용한 올 오버 패턴을 각 면에 반복하

여 레이아웃 하여 자유롭지만 안정감 있는 이미지를

나타냈고, U3-2는 우산 중심에 모티브디자인을 확대

배치하여 문양을 부각시켰다. U4-1은 모티브디자인

4-1의 패턴 1을 활용하여 방사선의 이미지를 나타냈

으며, U4-2 역시 모티브디자인 4-2를 활용하여 우산

의 중앙부분과 각 모서리부분을 강조하여 배치하였

다. U5-1은 모티브디자인 5-1의 반복단위에 변형을

주어 우산의 중앙에서 외곽으로 퍼져나가는 것과 같

은 방사의 이미지를 나타냈고, U5-2 역시 우산의 중

앙부분과 가장자리 부분을 강조하여 배치하였다.

4) 펜던트 디자인

펜던트 디자인은 <표 5>와 같이 각 모티브디자인

별로 두 점씩 총 20점을 디자인하였다. 기본 모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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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구 디자인

B1-1 B2-1 B3-1 B4-1 B5-1

B1-2 B2-2 B3-2 B4-2 B5-2

<표 6> 침구 디자인

펜던트 디자인

P1-1 P2-1 P3-1 P4-1 P5-1

P1-2 P2-2 P3-2 P4-2 P5-2

<표 5> 펜던트 디자인

디자인을 주로 이용하였고, 모티브의 변형 및 조합을

통해 모던하고 화려한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전개하였다. 전개된 디자인들은 네크리스뿐만 아니라

브로치나 헤어 액세서리, 핸드폰 줄, 키홀더 등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어 디자인하였다. 또한

네크리스의 체인 외에도 가죽 끈이나 매듭 끈 등을

이용해 다양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으며, 펜던트에

적용되는 소재나 표현기법에 따라 변화된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5) 침구 디자인

침구 디자인은 <표 6>과 같이 요, 이불, 베개 커버

를 한 세트로 하였고, 침대 매트리스 커버나 각종 방

석, 쿠션 커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어 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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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하였다. 침구 디자인에 적용된 패턴은 기본 모티

브디자인에서 전개한 텍스타일디자인의 패턴 유형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문양의 크기 및 투명도, 레이아웃

에 변화를 주어 전개함으로써 화려하면서도 안정되

고 차분한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다.

Ⅳ. 결론
불전사물은 소리로 공양하는 대표 장엄구인 동시

에 우리 전통사찰문화를 대표하는 하나의 콘텐츠이

다. 전통사찰문화를 기반으로 한 템플스테이는 종교

적인 차원을 떠나 국가이미지를 대표하는 문화상품

의 하나로 다양한 문화상품의 테마가 되고 있다. 그

러나 현재 국내에서 시판 중인 불교문화콘텐츠 관련

문화상품디자인의 경우 종교적인 이미지를 사실적으

로 표현한 상품들로 다수의 대중이 수용하기에는 많

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국내사찰 어느 곳

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운판을 활용한 디자인상품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불전사

물에 관한 문헌고찰과 전통사찰문화의 불전사물 중

운판의 이미지를 활용한 모티브디자인을 개발하였고,

이를 문화상품디자인에 적용하여 티셔츠 디자인 10

점, 에이프런 디자인 10점, 우산 디자인 10점, 펜던트

디자인 20점, 침구디자인 10점에 적용하여 총 60점의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운판은 하늘을 떠다니는 모든 사물과 영혼을 천도

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 동시에 그 형태에 따라

독특한 조형미를 나타냈다. 기본 모티브디자인을 위

한 운판의 이미지는 운판머리와 몸체의 형태에 따라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것들로 선별하여 국내 사찰

5곳인 고운사, 송광사, 구인사, 화엄사, 내소사의 운

판 형태를 활용하였으며, 종교적인 이미지를 절제시

키고 운판 고유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하

였다. 또한 각 모티브별로 색상적용을 달리하여 총

10개의 기본 모티브디자인을 전개하였으며, 다양한

리핏 작업을 통해 세 가지 패턴의 텍스타일디자인으

로 전개하였다.

티셔츠 디자인은 라운드 네크라인을 기본으로 민

소매와 긴팔소매 디자인의 두 가지 스타일로 디자인

하였고, 기본 모티브디자인을 활용한 원 포인트 그래

픽 디자인을 적용하였으며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캐주얼한 감각을 살려 디자인하였다. 에이프런

디자인 역시 브이 네크라인을 강조한 뒤여밈 형태와

어깨 끈으로 구성된 옆 여밈 형태의 두 가지 스타일

로 전개하였고, 레이아웃에 다양한 변화를 주면서 각

모티브디자인에서 적용한 색상의 동일, 또는 유사색

상배색 적용하여 통일된 조화감과 함께 경쾌한 이미

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다. 우산 디자인은 양산

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고, 펼쳤을 때 화려한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고려하여 디자인하였다.

펜던트디자인은 운판의 모티브를 최대한 부각시키며

다양한 액세서리 소품에 다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모던하면서도 화려한 이미지를 부각시켜 디자인하였

고, 침구디자인 역시 모티브디자인의 리핏을 이용한

패턴디자인을 적용하였고 차분하면서도 화려한 이미

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문화상

품 디자인은 운판이라는 모티브를 활용함으로써 독

특한 디자인적 차별성과 전통사찰문화의 상징성을

반영하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전통문화의 일상화,

현대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고

사료된다. 특히 기본 모티브는 종교적 색채가 강조되

게 하기 보다는 운판 고유의 형태를 부각시켰고, 이

를 활용한 텍스타일디자인 역시 다양한 표현기법과

레이아웃을 통해 하나의 문양으로서 디자인적인 감

성을 강조한 것으로 차별성을 지닌다고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전통사찰문화 콘텐츠의 가치

를 재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사찰 경내

나 인근의 기념품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문화상품의

경우 차별화된 특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유사한 상품

이나 저가의 수입산 장식품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가 대부분이다. 운판과 같은 경우 각 사찰마다의 특

징을 가지고 보존되어 있어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는

사찰의 대표 문화상품으로 개발하는데 유용하다고

사료된다. 티셔츠의 경우 기념품이나 템플스테이 수

련복으로 활용될 수 있고, 에이프런 역시 템플스테이

에 참가하는 많은 내국인과 외국인들이 사찰음식이

나 염색 등의 프로그램 체험 시 착용할 수 있으며

기념품으로 활용된다면 깊은 여운을 남길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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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된다. 침구디자인 또한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의

위생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수시로 교환하게 되므로

그 활용도가 높다고 사료된다.

비단 템플스테이 참가자뿐만 아니라 우리 고유의

역사문화적인 의미와 가치를 지닌 다양한 문화콘텐

츠들을 활용하여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것만이 우리 전통문화의 가치를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밑거름이라 생각된다. 특히

독특한 조형미와 상징적 가치를 지닌 운판을 활용한

문화상품은 우리 고유의 사찰문화를 반영시킴으로써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부각시킬 수 있으며 디자인

적인 측면에서 차별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문화상품들은 템플스테이 참가

자나 특정 종교 차원에 국한시키지 않고 많은 대중

이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는데 의의를 지닌

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가 실물제작이 아닌

디자인만을 제시하여 연구의 한계점임을 밝히며, 향

후 전통사찰문화를 활용한 독창적인 디자인 발상 및

전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고부가가치화 전략을

위한 문화상품 개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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