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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reviewed the differences among Onggis made in Jeju and other areas, developed creative text-

ile designs and cultural products, and conducted the consumer evaluation of developed products. First, the

1,063 photos of Onggis made before the first part of the 20th century were collected and the unique differ-

ences of Jeju Onggis were confirmed through the observation of collected photos. Second, based on the uni-

queness of Jeju Onggis, the eight pieces of Jeju Onggis were selected from the photos and used as pattern

design motifs. Nine basic patterns were drawn and ten textile designs were created using the basic patterns.

Third, the 16 pieces of textile products were made with cotton fabrics on which the textile designs were

printed. Four mugs and four tumblers with printed patterns were also made. Finally, 64 students evaluated

the developed products using a 7-point scale. As a result, folksy atmosphere, uniqueness, usage as a Jeju sou-

venir and at local restaurants, and the role of fostering concern for Jeju Onggi were highly evaluated but

aesthetics was rated relatively low. Most of the developed products were highly preferred and recommended

as Jeju souvenirs or for local restau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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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관광기념품

I. 서 론

지방자치제에 따른 지방정부의 노력과 지역문화에 대

한 가치가 부각되면서 지역을 찾는 여행객들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지역 방문 기념품들 대부분은

금속, 플라스틱, 나무, 돌로 만든 공예품이거나 농산물이

나 수산물에 한정된 지역특산물들이다. 그러나 지역특산

물 대부분은 상품가치가 높지만 운반이 어렵고, 지역공

예품 대부분은 가격이 저렴하고 운반이 쉽지만 디자인

이 조잡하고 실용성이 부족하다. 미국의 하와이안 셔츠,

스코틀랜드의 타탄체크 상품, 인도네시아 발리의 바틱염

색 상품들에서 볼 수 있듯이 텍스타일 상품들은 지역적

독특성, 운반 용이성, 높은 실용성 등으로 지역문화상품

으로 개발가치가 높다.

제주의 경우, 2015년 이후 연간 천만 명 이상이 방문하

고 있지만(Hong, 2017) 제주에서 판매되는 텍스타일 상

품들은 감물염색 상품들(의류, 모자, 가방, 지갑 등)에 한

정되어 있으며, 이 상품들은 높은 가격, 색상 제한성,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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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디자인 부족으로 시장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

히, 대부분이 관광목적으로 제주를 방문한다는 점을 고

려할 때, 지역문화자원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고취시키

는 관광기념품 개발이 필요하다. 최근 제주 고유의 자연,

주생활, 민속신앙과 연계된 패션문화상품들이 개발되었

지만(Kim & Hong, 2015; Oh & Hong, 2015; Yoon &

Hong, 2015) 제주의 식생활 문화를 모티브로 패션상품

을 개발한 산업적 사례는 거의 없다. 옹기는 제주의 전

통적 식생활에서 중요한 요소로 이를 문화상품 개발 모

티브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옹기는 질그릇과 오지그릇을 총칭하는 것으로 1960년

대 말 이후 플라스틱과 스테인레스 식기의 등장으로 쇠

퇴되었지만(Kim, 2006), 1990년 이후 이를 보존하고, 계

승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제주옹기는 조선시대부

터 제주에서 생산되고 사용되어졌던 옹기로(C. E. Kang,

n.d.) 다른 지역의 옹기들과 여러 측면에서 차별화된다.

제주옹기의 보존과 계승을 위해 제주도 옹기장이 제주

특별자치도 무형문화제 제14호로 지정되었고(Jwa, n.d.),

제주옹기박물관(S. G. Kang, n.d)이 설립되었다. 최근에

는 제주옹기굴제(Kim, 2017)와 제주옹기 만들기 체험

(Hong, 2015)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외에 건강

지향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제주옹기를 판매하는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들이 등장하면서(“소비자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이색매장 [Unique stores capturing the eyes and

heart of consumers]”, 2016) 제주옹기에 대한 국내 소비

자들의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문화성, 지역적 차별성, 소비자 인

지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문화상품 개발에 활용

될 지역문화자원으로 제주옹기를 선정하였다. 문헌연구

를 통해 제주옹기가 갖는 지역적 차별성을 고찰한 후

차별적 특징이 두드러진 제주옹기들을 토대로 프린트

문양과 텍스타일 디자인을 개발하는 한편 이를 활용하

여 다양한 문화상품들(텍스타일 상품, 머그컵, 텀블러)을

실제로 제작하였다. 그리고 소비자 반응(독특성, 향토성,

심미성, 실용성, 문화자원에 대한 관심과 흥미 고취성, 선

호도, 추천의도)을 조사하여 개발상품들에 대한 시장성

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문화자원을 모티브로 하

고, 소비자 피드백을 통해 문화상품을 개발하는데 도움

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물들은 단순

한 자연물이나 인공물을 모티브로 하는 기존의 텍스타

일 문양들이나 한국적 이미지를 모티브로 하는 기존의

문화상품들과 달리 지역문화자원에 대한 홍보는 물론

지역문화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I. 문헌적 배경

1. 옹기 제작의 차이

제주옹기는 옹기의 성형과 제작, 가마의 유형, 소성

과정에서 다른 지역의 옹기들과 차별화된다.

1) 성형과정과 제작

제주옹기의 성형과정을 단계별로 크게 나누어 보면

<Fig. 1>과 같다. 가장 먼저 옹기의 바닥(굽)을 만들고

(A), 토림을 올린 후(B) 마음자사주기를 하고(C), 아래

위치한 토림(알토림)을 수레착질하여 형태를 잡은 후

(D), 윗토림(E)을 알토림 위에 붙여 다시 수레착질(F)을

한다. 그리고 옹기 윗부분에 마음자사주기를 한 후 배내

기를 하고 훌테질을 한다(G). 옹기 입구인 부리는 떡가래

모양의 목질로 만들고(H) 밑가새질(I)로 옹기의 굽을

마무리한 후 다시 옹기 겉면 전체를 훌테질 한 후 보로

롱문을 만들며(J), 옹기가 완성되면 물레에서 들어내어

(K) 가마재임을 한다(L).

다른 지역의 옹기도 이와 유사한 과정으로 성형되지

만 타림 기법, 성형단계(예: 불그릇 놓거나 달기) 및 도구

의 명칭들(예: 근개질, 공그레질 등)에 약간에 차이가 있

다. 특히, 흙가래(흙을 가래떡 형태로 만든 것) 혹은 타래

미(흙을 넓게 펴서 직사각형으로 만든 것)를 쌓아올려

옹기의 기벽을 쌓는 타림질(태림질)에서 지역적 차이가

관찰된다. 타림질은 <Fig.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크게 테

쌓기(A), 서리기(B), 쳇바퀴 타렴(C)으로 구분된다(Lee,

2010, 2011). 중부 지역(서울, 경기, 충청 지역)에서는 타

래를 한 단씩 쌓아가며(테쌓기) 성형하는 베게 타렴 방식

이 주로 이용되고(Ko, 2012; Lee, 2010), 경상도 지역에서

도 중부 지역과 비슷한 방식이 이용되지만 대형 옹기를

만들 때는 타래를 한꺼번에 쌓아올리는 서리기 방식이

이용된다. 전라도 지역에서는 넓은 판자 형식의 쳇몸을

쌓으며 성형하는 쳇바퀴 타렴이 주로 사용된다(The Na-

tional Folk Museum of Korea, 2013; Yun & Lee, 2015). 제

주지역에서는 <Fig. 1>의 알토림(B)이나 윗토림(E)에서

보듯이 전라도의 쳇바퀴 타렴보다 더 넓은 타래미를 이

용하는 ‘너박 타렴법’이 사용된다(Jin, 2007).

2) 가마의 유형

옹기를 굽는 가마의 형태는 크게 일자로 곧게 뻗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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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막힘없이 뚫려있는 뺄불통가마(통가마, 통굴가마,

용가마, 굴가마), 가마의 입구가 ‘ㄱ’ 자로 꺾여있는 조

대불통가마, 내부가 칸칸이 나누어져 있는 칸가마로 나

누어 볼 수 있다(Lee, 2010, 2011; Song, 2004). 제주지

역의 가마들은 뺄불통가마에 속하지만 가마를 흙(토석)

으로 축조하는 다른 지역과 달리 현무암(돌)으로 축조되

며(Jin, 2007; Oh, 2010), 돌들 사이의 틈새를 흙으로 메

운다. 돌가마(석요)인 제주가마는 크게 노랑굴과 검은굴

로 구분된다. 디지털제주시문화대전(C. E. Kang, n.d.)과

Oh(2010)에 따르면, 노랑굴에서는 기물을 높은 온도

(1100~1200도)로 구워 산화소성을 한다. 즉 불의 온도로

옹기 표면에 유약 효과를 내며 이 가마에서 구워진 옹기

들은 갈색을 띈다. 반면, 검은굴에서는 기물을 낮은 온도

(900도 내외)로 환원소성을 한다(Oh, 2010). 즉 아궁이

와 배연구를 막아서 불연소된 연기를 기물에 입히며, 이

가마에서 구워진 옹기들은 무광택의 진회색을 띈다(C. E.

Kang, n.d.). 이러한 진회색의 옹기를 ‘지새옹기’라 한다

(Oh, 2010). 이와 같이 제주옹기는 가마를 축조하고 기물

을 소성하는 방법에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다.

3) 소성과정

소성은 기물을 굽는 것으로 옹기의 제조에서 초벌구

이 이하의 조작을 말한다(“소성 [firing]”, n.d.). 제주옹

기의 소성과정에 대해 설명한 Oh(2010)에 따르면, 피움

불때기, 중불때기, 큰불때기, 창불때기 순으로 진행되는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에서는 피움불때기와 중불때기

사이에 ‘식움불때기’를 추가하며, 옹기 표면에 유약을 바

르지 않은 채 기물을 소성한다. 즉 나무 장작으로 불을

때는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에서는 장작과 섬피(자잘한

나뭇가지 묶음)를 함께 사용하여 불을 때며, 섬피의 재가

잿불질(창불질) 과정에서 옹기 표면에 붙어 형성된 자연

유가 유약 기능을 한다. 다른 지역과 달리 유약을 바르지

(A) (B) (C) (D) (E) (F)

(G) (H) (I) (J) (K) (L)

Fig. 1. The steps for making the form of Jeju Onggi.

From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2007). pp. 336-337.

Tarim technique (A) Tarim technique (B) Tarim technique (C)

Fig. 2. The type of Tarim technique.

From Lee. (2010). pp. 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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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소성하는 한편 철이 많은 흙의 특성으로 인해 제주

옹기의 색상은 광택이 없는 붉은 황토색(redish brown)이

나 검은 회색(dark gray)을 띈다. 그리고 옹기 표면의 일

부가 불에 직접 닿거나 재에 그을려 색상이 불균일하다.

따라서 장식적이고 섬세한 다른 지역의 옹기들에 비해

제주옹기는 소박하고 투박하다.

특히, 제주옹기를 굽는 하나의 가마에는 <Fig. 3>에 보

이는 것과 같은 가마재임이 50~60줄 들어간다(Jeju Na-

tional University Museum, 2011). 그리고 옹기들을 위아

래로 엎어서 굽기 때문에 제주옹기만의 독특한 특징들

이 나타나게 된다. 예컨대, 알데기허벅 위에 장태를 덮고

그 위에 다른 옹기를 올려 놓기 때문에 소성과정에서 불

이나 재가 닿지 않은 알데기허벅(점선 부분)의 윗부분은

몸통과 다른 색상을 띄어 옹기의 색상이 구분되게 된다.

2. 사용 용도와 형태의 차이

옹기는 관상용 목적보다 쓰임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식생활뿐만 아니라 어업, 농업, 의학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사용되었다. 그러나 지역별 생활문화

차이로 옹기의 용도 또한 지역별로 달랐다. 문헌들(Ko,

2012; Oh, 2010; Yun & Lee, 2015)이나 박물관 도록들

(Jeju National University Museum, 2011;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2013)에 실린 옹기 사진들에 따

를 때, 다른 지역에서는 농업활동과 연관된 옹기들이 다

양하게 관찰된다. 다른 지역의 옹기 사례들이 <Fig. 4>에

제시되었다. 예컨대, 식물에 물을 주는 용도의 조리(A),

거름을 옮겨 담는 용도의 귀동땡이(B), 우물에서 물을 길

어오는 용도의 물동이(C), 계곡이나 갯벌이 있는 지역에

서 필요한 주꾸미단지(D), 민속신앙과 연관된 터줏단지

(E), 얼굴 문양의 초병(F) 등은 제주지역에서는 거의 관

찰되지 않는다(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2007; The Natio-

nal Folk Museum of Korea, 2013; Yun & Lee, 2015).

반면, 제주옹기들은 식생활 용도로 주로 사용되었으

며, 대표적 사례들이 <Fig. 5>에 제시되었다. 제주옹기의

용도, 형태, 명칭들은 제주옹기에 관한 자료들(Jeju Nat-

ional University Museum, 2011; Oh, 2010)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항(A), 웃통개(B), 알통개(C), 지새항(D) 등의 항

아리(통개)들은 물이나 곡식을 저장하는 용도이다. 대항

은 웃통개보다 큰 항아리이고(높이 120cm), 웃통개(60

~70cm)는 가마재임에서 위에 놓이는 항아리인 반면 알

Watering pot

(A)

Jar with a spout

for carrying

human excrement

(B)

Water jar

(C)

Jar for catching

webfoot octopus

(D)

Urn archived

the deity of

one's family

(E)

Vinegar bottle

(F)

Fig. 4. The examples of Onggi fired in the kilns of the mainland.

From Ko. (2012). pp. 33, 213;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2013). pp. 342, 349, 391; Yun and Lee. (2015). p. 34.

Fig. 3. The arrangement method of Jeju Onggis

for firing them in kilns.

From Jeju National University Museum. (2011).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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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개는 아래에 위치하는 항아리이다. 가마재임에서 웃

통개는 거꾸로 엎어서 알통개 위에 놓기 때문에 입구가

알통개 안으로 들어간다. 따라서 웃통개 윗부분(입구~

어깨 부분)은 불에 직접 닿지 않거나 연기에 그을리지

않아 몸통과 색상이 다르다. 알통개는 웃통개보다 작지

만(50~60cm) 입구가 넓고 더 무겁다. 망대기(E)는 젓갈

을 담는 용도의 작은 항아리(30~40cm)로 가마재임에서

가장 아래에 놓이기 때문에 눌려서 찌그러지기 쉽고, 능

생이(F)는 항아리보다 작고 단지보다는 큰 것으로 장류

나 씨앗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조냥단지(G)

는 밥을 지을 때마다 쌀을 한 줌씩 덜어 담아두었던 단

지로 평소에 쌀을 아껴 어려운 때를 대비하던 제주인의

절약정신(조냥정신)이 반영된 옹기이다. 조막단지(H)는

한 가마 분량의 크기를 맞추어 가마재임을 할 때 남겨

진 마지막 공간을 채우는(조막때는) 용도의 기물이다.

웃데기허벅(I)과 알데기허벅(J)은 용천수를 담아 집으로

나르는 용도의 옹기로 다른 지역에는 없는 옹기들이다

(Jin, 2007). 장태는 항아리 뚜껑(L-1)이나 고소리 술을

받는 용도(L-2)로 사용되는 것으로 가마재임 시 위아래

옹기와 옹기 사이에 배치된다. 고소리(M)는 제주의 전통

주인 고소리 술을 만드는 도구로 한쪽에 대롱이 달려있

어 술이 흘러나오도록 고안된 옹기이며, 술펭(N), 죽절

펭(O), 지새펭(P), 두벵들이(Q) 등의 펭은 주로 물, 술, 기

름을 담는 용도의 옹기이다. 여기서 두벵들이(Q)는 두 배

의 양이 들어가는 병을 의미한다. 바랑(R)은 고소리 술을

장태에 담을 때 깔대기 역할을 하는 옹기이다. 지새항(D),

 Daehang

(A)

Uttonggae

(B)

Altonggae

(C)

Jisaehang

(D)

Mangdaegi

(E)

Neungsengi

(F)

Jangtae

(L-1)

Chonyangdanji

(G)

Jomakdanji

(H)

Utdegiheobeok

(I)

Aldegiheobeok

(J)

Jisaeheobeok

(K)

Jangtae

(L-2)

Gosori

(M)

Sulpeng

(N)

Jukjeolpeng

(O)

Jisaepeng

(P)

Dubengdeuri

(Q)

Barang

(R)

Fig. 5. The examples of Jeju Onggi fired in Jeju kilns.

From Jeju National University Museum. (2011). pp. 11, 36, 46-47, 50, 56-59, 66, 76, 78-79, 95, 148;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2007). pp. 95, 200, 253;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2013). p.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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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막단지(H), 알데기허벅(J), 지새허벅(K), 술펭(N), 지새

펭(P), 두벵들이(Q)는 유약을 바르지 않고 검은굴에서 구

운 광택 없는 진회색의 옹기들이다.

3. 옹기 문양의 차이

옹기의 문양은 음각 기법, 양각 기법, 투각 기법, 손그

림 기법, 압인 기법, 소성 기법에 의하여 형성된다. 모든

지역에서 이러한 기법들이 활용되지만 활용 정도, 적용

방법, 구현된 문양의 모양 등에서 제주옹기만의 차별적

특징이 관찰된다.

1) 음각 문양

음각은 <Fig. 6>에서 보듯이 도구를 이용하여 옹기의

표면을 파내는 기법으로 제주옹기들 중에서 가장 많이

관찰되는 문양 기법이다. 예컨대, 등덜기허벅에서 보이

는 보로롱문(A)은 제주옹기 대부분에서 관찰될 정도로

제주옹기의 대표적인 문양이다. 보로롱문은 대나무를

깍아 만든 칼(술테 혹은 보로롱)의 한쪽 끝을 옹기 표면

에 튕겨 빗살문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Jeju National Uni-

versity Museum, 2011). 그리고 애기대배기방춘이 어깨

에 새긴 파도문(B), 설단지에 제작장소(남죽동 옹기마을)

를 새긴 명문(C), 옹기 어깨 부분에 1~3개의 줄을 파서

둥근 띠를 만드는 선문(A) 역시 제주옹기에 많이 활용

되는 음각 문양들이다(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

vince &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2007). 한

편, 타 지역 옹기들에서도 근개를 이용한 음각문이 발견

되지만(D) 주로 유약을 바른 후에 문양을 새기고 굽기

때문에 유약이 발라진 표면과 유약이 벗겨진 음각문 색

상에 차이가 있다(E). 그러나 제주옹기들은 타 지역과 달

리 유약을 바르지 않은 채 성형과정에서 음각문이 새겨

지기 때문에 구운 후의 음각문 색상 또한 표면 색상과

유사하다(A, B, C).

2) 양각 문양

양각은 <Fig. 7>에 제시된 충청도 옹기의 목질띠 문양

(A, B)에서 보듯이 띠를 만들어 입체감 있게 붙이는 기

법이다. 띠를 입체적으로 붙여 만든 제주옹기의 줄띠문

들은 주로 대항, 웃통개, 알통개와 같은 항아리(C)와 능

생이(D)에서 관찰되며, 줄띠문 중간에 일정 간격을 두고

누름문을 넣거나(C) 누름문을 반복적으로 연이어 넣기

도 한다(D).

3) 투각 문양

투각은 <Fig. 8>에서 보듯이 옹기의 표면을 도려내어

구멍을 내는 기법으로 장식과 실용성을 겸하는 것이 특

징이다(Kang, 2005). 투각 기법은 주로 공기의 투과나 산

소를 필요로 하는 옹기들(촛대, 등잔, 화로 등)에 적용된

다. 투각문이 적용된 제주옹기의 화로(A)와 등잔(B)이

있지만 다른 지역 옹기들(C, D)에 비해 많이 관찰되지

않는다.

4) 손그림 문양

손그림 문양은 손으로 그리는 문양으로 <Fig. 9>에 제

Jeju Onggi

(B)

Jeju Onggi

(C)

Jeju Onggi

(A)

 Chungcheongnamdo Onggi

(D)

Onggi from the mainland

(E)

Fig. 6. The examples of intaglio technique.

From Jeju National University Museum. (2011). pp. 33, 140; Lee. (2011). p. 103;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2013). p. 400; Oh. (2010). p.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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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되었다. 표면에 무언가를 그리는 것은 유약을 바른 옹

기들에서 더 쉽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옹기들에서 주로

관찰된다. 다른 지역 옹기들에는 파도문(A), 구름문(B),

초화문(C), 문자문(C), 버선문(D)을 비롯하여 지역적 특

성(해안, 산간)이 반영된 문양들(예: 게, 물고기, 산)이나

사물을 나타내는 다양한 문양들(예: 용수철, 나비, 새, 대

나무, 얼굴 모양)이 표현된다(Kang, 2005). 그러나 유약

을 바르지 않고 소성하는 제주옹기에서는 그리기 기법의

손그림 문양이 많지 않다. 특정 형태를 그린 문양보다는

바릇허벅(E)에서 보이는 것처럼 단순 손놀림에 의한 ‘환

치기’ 문양(Yun & Lee, 2015)이 더 쉽게 관찰된다.

5) 압인 문양

압인은 도구를 사용하여 찍어내는 문양 기법으로 자

연압인과 인공압인으로 구분된다. 자연압인은 유약을 바

른 뒤 나뭇잎이나 꽃으로 문양을 찍어내는 것으로 <Fig.

10>에서 보듯이 자연물의 실제 모습이 그대로 표현된다

(A). 반면, 인공압인은 수레질을 할 때처럼 기물로 옹기

를 가볍게 두들기거나(B), 누르거나 찔러서 반복적인 문

양을 내거나(C, D, E), 도롱테와 같이 도안이 있는 도구

Chungcheongdo Onggi

(A)

Chungcheongdo Onggi

(B)

 Jeju Onggi

(C)

Jeju Onggi

(D)

Fig. 7. The examples of embossment technique.

From Jeju National University Museum. (2011). pp. 44, 54; Lee. (2011). pp. 106-107.

Jeju Onggi

(A)

Jeju Onggi

(B)

Kangwondo Onggi

(C)

Gyeonggido Onggi

(D)

Fig. 8. The examples of openwork technique.

From Jeju National University Museum. (2011). p. 151; Ko. (2012). pp. 124, 136-137.

Jeollado Onggi

 (A)

Jeollado Onggi

 (B)

Gyeonggido Onggi

(C)

Gyeongsangdo Onggi

(D)

Jeju Onggi

(E)

Fig. 9. The examples of drawing technique.

From Jeju National University Museum. (2011). p. 26; Ko. (2012). pp. 26, 61, 213; Yun and Lee. (2015). p.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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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옹기에 문양을 찍는 기법이다(F). 유약을 바르지 않는

제주옹기에서는 자연압인 문양은 거의 없는 반면 수레

착을 두들기면서 생긴 문양(B), 수레착을 두들길 때 옹

기 안쪽을 받치고 있는 조막도구에 파여진 모양에 의해

새겨진 조막문(C), 수저통(E)에 보이는 것(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2007)과 같은 인공압인 문양들이 더 많은 편이다.

6) 소성 문양

소성문은 유약을 바르지 않고 옹기를 쌓아 가마재임

을 하고 옹기를 소성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양들을 일컫

는다(Jeju National University Museum, 2011; Oh, 2010).

제주옹기에서만 관찰되는 소성문 사례가 <Fig. 11>에 제

시되었다. 위아래 옹기들 사이에 끼워진 조개껍데기가

아래에 위치한 망대기 입구를 눌러 생긴 조개문(A), 좌

우 옹기들 사이에 끼워진 소라껍데기에 눌리거나(B) 소

라 안에 있는 염분이 옹기 표면에 요변을 일으켜 생긴 소

라문(C), 위에 엎은 장태 때문에 불이 닿지 않아 옹기 색

상이 구분되면서 생긴 알데기허벅의 원문(D), 장작 불꽃

이 옹기에 직접 닿아 검게 그을린 불꽃문(E) 등이 그 사

례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문헌적 고찰을 통해 드러난 제주옹기의 차별적 특성

을 토대로 다음의 연구문제들이 제시되었다.

연구문제 1. 제주옹기 문화자원을 토대로 프린트 문

양과 텍스타일 디자인을 개발한다.

연구문제 2. 제주옹기 프린트 문양과 텍스타일 디자

인을 활용하여 지역문화상품을 개발한

다.

연구문제 3. 제주옹기 문양의 문화상품들에 대한 소

비자 반응을 조사하고 분석한다.

2. 자료 수집 및 분석

1) 옹기 사진 자료 분석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구체적인 제주옹기 문화자원

을 선정하기 위해 총 7개 출처들(4개 박물관 도록, 3개

서적)에서 옹기의 명칭, 제작시기 혹은 소장위치가 제공

 (A) (B) (C)  (D) (E)

Fig. 11. The patterns created during firing Onggis in Jeju kilns.

From Jeju National University Museum. (2011). pp. 47, 141; Oh. (2010). p. 103.

Jeollado Onggi
 (A)

Jeju Onggi
 (B)

Jeju Onggi
 (C)

Kangwondo Onggi
(D) 

Jeju Onggi
 (E)

Chungcheongdo Onggi
(F)

Fig. 10. The examples of sealing and tapping techniques.

From Jeju National University Museum. (2011). pp. 109, 141; Ko. (2012). pp. 26, 47; Lee. (2011). p.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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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총 1,063개 사진들이 수집되었다. 수집된 옹기 사진

들은 주로 1900년대 전반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주로 대

학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된 것이다. 국립민속

박물관 도록(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2007;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2013)에 실린 419점, 연세대학교박물

관 도록(Yonsei University Museum, 2002)에 실린 15점,

제주대학교박물관 도록(Jeju National University Mus-

eum, 2011)에 실린 145점, Ko(2012)에 실린 319점, Oh

(2010)에 실린 52점, Yun and Lee(2015)에 실린 113점의

사진들이 관찰 분석되었다.

2) 소비자 반응 분석

지역문화상품은 지역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다른 지역

의 문화와 구별되는 고유한 문화자원이나 문화자원에 내

포된 문화적 요소를 재현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상품이

다. 이런 측면에서 지역문화상품은 다른 상품들과 차별

화될 수 있을 만큼의 독특성, 지역적 향토성, 지역문화

자원에 대한 관심과 흥미 유발성을 갖추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구매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심미성, 실용성(활용 적

합성), 선호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

역문화상품이 갖추어야 할 이러한 특성들에 초점을 맞추

어 7개 평가문항들을 개발하고, 제작상품들에 대한 소비

자 반응을 7점 평정척도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판

매되거나 활용될 수 있는 아이템들을 파악하기 위해 제

작상품들 중에서 관광기념품이나 지역업체에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들을 순위별(1~3순위)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자료 수집은 설문지를 이용한 Central Location Test

(CLT)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패션을 전공하는 64명의

학생들이 조사기간에 조사장소를 방문하여 제공된 결

과물들(옹기 문양의 텍스타일 상품, 머그컵, 텀블러)을

직접 관찰한 후 설문지에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연령은

18세부터 26세까지였으며, 여학생 52명, 남학생 12명, 미

혼 63명, 복수전공자 2명이 포함되었다. 응답자료 분석

(평균, 표준편차, 빈도분석)에는 SPSS 18.0 통계 프로그

램이 이용되었다.

3. 상품 개발 과정

상품 개발 과정은 6단계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수집된

총 1,063개의 옹기 사진들을 검토하여 제작, 용도, 형태,

문양에서 제주옹기의 특징이 잘 드러난 옹기들 중에서

프린트 문양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을 선정하였다. 두

번째, 최종 선정된 제주옹기들을 토대로 기본 문양(ba-

sic pattern)을 드로잉하고 컬러링을 실시하였다. 세 번째,

기본 문양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배치하거나 기본 문양

들을 그룹핑하여 반복단위 문양들을 만든 후 이를 다양

한 방식으로 배치하여 텍스타일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네 번째, 개발된 텍스타일 디자인을 디지털 텍스타일 프

린팅(Digital Textile Printing) 업체에 의뢰하여 면직물에

인쇄하였다. 다섯 번째, 제주옹기 문양이 인쇄된 면직물

을 이용하여 텍스타일 시제품을 제작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발된 텍스타일 디자인들 중 일부를 발췌하여 머그컵

과 텀블러에 적용할 프린트 문양으로 선정하고 전사업

체에 의뢰하여 제주옹기 문양의 머그컵과 텀블러 시제

품을 제작하였다.

IV. 연구결과

1. 제주옹기 프린트 문양 개발

1) 문양 모티브로 활용할 제주옹기의 선정

용도, 형태, 문양, 제작 측면에서 제주옹기의 차별적 특

징과 형태적 식별력이 높은 8종의 제주옹기들이 문양 모

티브로 선정되었다. 우선 <Fig. 5>에 제시된 제주옹기들

중 소성문(소라문, 불꽃문)이 있고 줄띠문 중간 중간에

누름문이 있는 대항(A)이 선정되었다. 둘째, 제주의 독

특한 가마재임 방식과 유약을 바르지 않는 차별성으로

옹기의 윗부분과 아랫부분 색상이 다르게 구분되는 소

성문(원문)과 제주의 독특한 음각문(보로롱문)이 있는

능생이(F)와 알데기허벅(J)이 선정되었다. 셋째, 제주 고

유의 검은굴에서 소성되며 유약 대신 ‘식움불때기’에 사

용된 섬피(자잘한 나뭇가지)의 재와 연기를 입혀 만든

진회색의 지새펭(P)이 선정되었다. 앞에서 선정된 알데

기허벅(J) 또한 지새허벅이다. 마지막으로 제주의 전통

주인 고소리 술을 제조하고 담는 용도의 고소리(M), 술

펭(N), 두벵들이(Q), 바랑(R)이 선정되었다. 두벵들이는

위아래 부분의 색상이 다르게 구분되는 소성문(원문)이

있는 것으로 선정되었다.

2) 제주옹기 기본문양의 도안화

최종 선정된 <Fig. 5>의 옹기들(A, F, J, M, N, P, Q, R)

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각 옹기의 독특한 특징을 살려 기

본 문양이 도안화되었다. 기본문양 A에서는 <Fig. 12>에

서 보듯이 제주항아리의 형태와 누름문이 있는 줄띠문

세 줄을 그려 대항의 특징을 표현하였다. 기본문양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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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알데기허벅의 형태, 독특한 가마재임으로 색상이

다르게 구분된 소성문(원문), 보로롱 음각문이 표현되었

다. 기본문양 C에서는 능생이 형태, 가마재임에 따른 원

모양의 소성문, 보로롱 문양을 정면(C-1)과 위(C-2)에서

보았을 때의 모습으로 도안화되었다. 고소리, 술펭, 지

새펭, 두벵들이, 바랑은 각각의 형태를 살려 도안화되었

으며(기본문양 D, E, F, G, H), 두벵들이 도안에는 가마

재임에 따른 색상 구분선이 표시되었다.

3) 제주옹기 문양의 컬러링

기본 문양들의 색상은 <Fig. 13>에 제시된 텍스타일

디자인 테마에 맞추어 적용되었으며, 사용된 색채 팔레

트는 <Table 1>에 제시되었다. 일반적으로 노랑굴에서

구운 옹기의 색상을 연상시키는 노랑 기운(yellowish)과

붉은 기운(redish)의 브라운 색상들(misty rose, moccasin,

burlywood, rosy brown, tan, dark goldenrod, saddle bro-

wn, sienna, maroon, emperador)이 문양에 적용되어 옹기

의 전통적 색채감이 표현되었다. 제주 고유의 검은굴에

서 구운 지새옹기 색상을 연상시키는 다양한 톤의 회색

(light gray, dark gray, gray, dim gray, light slate gray, slate

gray, dark slate gray)이 적용되어 제주옹기의 향토적 색

채감이 강조되었다. 제주옹기 고유의 가마재임으로 색상

이 다르게 구분되어 나타난 소성문(원문)은 면 분할과

컬러 블로킹으로 강조되었다. 컬러 블로킹에는 블루 계

열(light blue, light slate blue, royal blue, steel blue, navy,

dark slate blue), 그린 계열(dark sea green), 오렌지 핑크 계

열(dark salmon, salmon)의 포인트 컬러들이 적용되어 현

대적 감성 표현 또한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제주옹

기의 형태감과 문양들(줄띠문, 보로롱문)이 잘 표현될 수

있도록 도안의 테두리 및 가로 구분선들에 화이트 색상

을 적용시켜 바탕색과 대비시켰다.

2. 제주옹기 문양의 텍스타일 디자인 개발

제주옹기 문양들을 다양한 주제들(요리의 즐거움, 장

독대, 모던 아트, 제주의 바람과 하늘)과 연계시켜 표현

한 텍스타일 디자인들이 <Fig. 13>에 제시되었다. 텍스

타일 디자인 5종(A, B, C, D, E)에는 제주옹기 3종(대항,

알데기허벅, 능생이)을 활용한 4개의 기본 문양들이 적

용되었다. 텍스타일 디자인 A와 B에서는 제주옹기의 줄

띠문을 연상시키는 오선지와 4개의 옹기 문양들을 음표

와 함께 배치하여 ‘요리하는 즐거움’을 표현하였다. 밝

은 이미지 표현을 위해 바탕에는 엷은 톤(light tone)의

베이지 색상(misty rose)이 사용되었으며(A), 두 가지 색

상(rosy brown, greyish purple)으로 테이블 매트의 면 분

할을 시도하여 빈 공간의 밋밋함을 해소하였다(B).

텍스타일 디자인 C와 D에서는 깊고 흐린 자주색(gre-

yish purple) 바탕에 4개의 옹기 문양들을 일렬로 배치하

거나(C) 둥글게 모은 반복단위 배열을 통해(D) 제주옹기

장독대의 전통적인 이미지를 형상화하였다. 텍스타일 디

자인 E에서는 4개의 옹기 문양들을 사각형 모양으로 그

룹핑하고 기하학적으로 배치하여 제주옹기 장독대를 현

Basic pattern (A) Basic pattern (B) Basic pattern (C-1) Basic pattern (C-2)

Basic pattern (D) Basic pattern (E) Basic pattern (F) Basic pattern (G) Basic pattern (H)

Fig. 12. The basic patterns of Jeju Ong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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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ile design (A)  Textile design (B)

 Textile design (C)  Textile design (D)

 Textile design (E)  Textile design (F) 

 Textile design (G)  Textile design (H)

Fig. 13. The textile designs created using the basic patterns of Jeu Ong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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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 감성으로 표현하였다.

한편, 텍스타일 디자인 5종(F, G, H, I, J)에서는 고소

리 술을 빚는 데 사용되는 제주옹기들(고소리, 술펭, 지

새펭, 두벵들이, 바랑)을 도안화한 문양들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문양에는 얇고 굵은 불균일한 선으로 테두리를

둘러 판화적 느낌의 ‘모던 아트’ 감성을 표현하였다. 문

양 색상 또한 전통적 옹기 색상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톤

의 브라운(burlywood, tan, maroon), 그레이/블루(light gray,

gray, dim gray, light slate gray, light slate blue, navy), 그

린(dark sea green, dark khaki, olive, dark olive green),

퍼플(thistle, grape) 색상들이 활용되었다. 바탕 색상 또

한 모던 아트 테마에 맞게 검은굴에서 구운 지새옹기의

진회색과 노랑굴에서 구운 옹기의 갈색을 도시감성의 모

던 색채(dark slate gray, rosy brown)로 재해석하여 표현

하였다(F, G). 특히, 테이블 매트(G)의 경우, 문양의 면 분

할에 선명한 포인트 컬러들(white, dark salmon, salmon,

 Textile design (I)  Textile design (J)

Fig. 13. Continued.

Table 1. The color chart used for the patterns and textile designs

Name Color  Name Color  Name Color

Misty rose Light gray Lemon chiffon

Moccasin Dark gray Dark sea green

Burlywood Gray Medium sea green

Rosy brown Dim gray Dark khaki

Tan Light slate gray Olive

Dark salmon Slate gray Dark olive green

Salmon Dark slate gray Dark cyan

Dark goldenrod Light blue Thistle

Sienna Light slate blue Greyish purple

Saddle Brown Royal blue Grape

Maroon Steel blue Dark slate blue

Emperador Na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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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yal blue, steel blue, navy, medium sea green, dark cyan,

burlywood, maroon, emperador)을 적용하는 한편 문양들

을 놀이하듯이 배치하여 팝 이미지의 현대적 감성을 표

현하였다.

이외에 옹기의 기본 문양들을 다양한 형태로 그룹핑하

고 블루와 그레이 계열의 색상들(light blue, slate gray)을

활용하여 ‘제주의 바람과 하늘’을 연계시킨 제주옹기 텍

스타일 디자인들이 제안되었다. 즉 바람개비의 형상(H),

바람에 날리는 옹기들의 형상(I), 하늘에 담긴 장독대의

형상(J)이 재미있게 표현되었다.

3. 제주옹기 문양을 활용한 상품 개발

1) 상품 기획 및 디자인

텍스타일 디자인 테마에 맞추어 다양한 텍스타일 상

품들이 기획되었으며, 기획상품 디자인들은 <Fig. 14>에

제시되었다. ‘요리의 즐거움’과 ‘장독대’ 이미지를 표현

한 소재들을 활용한 에이프런(A, B), 런치백(C), 쇼퍼백

(D), 테이블 매트들(F, H, I)이 기획되었다. 그리고 기본

문양이나 그룹핑 문양의 일부를 활용한 티코스터(L) 아

이템들이 기획되었다. ‘모던 아트’ 테마와 ‘제주의 바람

과 하늘’ 테마의 소재들을 활용한 현대적 감성의 친환경

라이프스타일 아이템들(와인 케이스, 쇼퍼백, 숄더백, 테

이블 매트, 냄비잡이 장갑) 또한 기획되었다. 개발된 텍

스타일 디자인들 중에서 하나(D)는 심미성의 문제로 기

획상품의 소재로 적용되지 못했다.

한편, 텍스타일 디자인들에서 일부 발췌하여 변형시

킨 문양 디자인들을 활용하여 머그컵과 텀블러 상품이

기획되었다. 머그컵들(지름 8cm, 높이 9.5cm)에는 <Fig.

15>의 문양 디자인들이 적용되었으며, 텀블러들(입구 지

름 8.5cm, 높이 18cm)에는 <Fig. 16>의 문양 디자인들이

적용되었다.

Sample design (C) Sample design (D) Sample design (E)

Sample design (A) Sample design (F) Sample design (G)

Sample design (B) Sample design (H) Sample design (I) Sample design (J) Sample design (K)

Sample design (L) Sample design (M)

Fig. 14. The designs for planned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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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제품 제작

텍스타일 디자인들은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 업체에

의뢰하여 면직물에 인쇄되었다. 옹기 문양이 인쇄된 면

직물들을 사용하여 실제로 제작된 기획상품들은 <Fig.

17>에 제시되었다. 제작된 시제품들은 기획되었던 디자

인들과 달리 약간 변경되었다. 예컨대 런치백(C)의 경

우, 스트링으로 잡아당겨서 입구를 여닫음과 동시에 들

고 다닐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지만 스트링만으로는 안

정성이 떨어져 손잡이가 추가되었으며 이에 따라 런치

백 몸판 절개선 또한 변경되었다. 와인 케이스(K)의 경

Pattern design (A) Pattern design (B)

Pattern design (C) Pattern design (D)

Fig. 15. The pattern designs for mugs.

Pattern design (A) Pattern design (B)

Pattern design (C) Pattern design (D)

Fig. 16. The pattern designs for tumbl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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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원형 손잡이의 비효율성이 드러나 잡기 편리한 실

용적 모양으로 변경되었다. 냄비잡이 장갑(M)에서는 손

을 끼우는 부분을 덧대기 위해 바이어스가 추가되었으

며, 손을 끼웠을 때 문양이 가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문양이 손등 위로 오도록 변경되었다. 최종적으로

16점의 시제품들이 완성되었다.

한편, 머그컵과 텀블러의 패턴 이미지들은 전사업체에

의뢰하여 승화전사(sublimation transfer) 방식으로 인쇄되

었다. 즉 머그컵과 텀블러에 인쇄된 출력물을 붙여 고온

고압으로 패턴 이미지를 전이시키는 방식으로 총 8점의

머그컵과 텀블러 시제품들이 제작되었으며, <Fig. 18>에

제시되었다.

4. 개발상품들에 대한 소비자 반응

1) 향토성, 독특성, 심미성, 실용성 평가

패션전공 학생들이 텍스타일 아이템(16점)과 머그컵/

텀블러(8점)들을 직접 관찰하고 평가한 결과는 <Table 2>

에 제시되었다. 옹기 문양의 텍스타일 시제품들은 심미

성을 제외한 모든 평가항목들(향토성, 독특성, 문화자원

Sample (C) Sample (D) Sample (E)

Sample (A) Sample (F) Sample (G) Sample (H)

Sample (B) Sample (I & L) Sample (J) Sample (M) Sample (K)

Fig. 17. The textile products made with the cotton fabrics printed with the patterns of Jeju Onggi.

Mug (A) Mug(B) Mug (C) Mug (D)

Tumbler (A) Tumbler (B) Tumbler (C) Tumbler (D)

Fig. 18. The mug and tumbler products.



한국의류학회지 Vol. 42 No. 4, 2018

– 704 –

에 대한 관심과 흥미 고취)에서 5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

으며, 머그컵이나 텀블러 시제품들보다 호의적으로 평가

되었다. 그리고 텍스타일 시제품과 머그컵/텀블러 시제

품 모두 지역업체에서의 활용 적합성이 5.5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2) 선호도

시제품 각각에 대한 본인의 선호도를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로 평가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테이블 매트

와 티코스터 세트 상품(I & L), 테이블 매트(H, G, F), 런

치백(B), 냄비잡이 장갑(M), 숄더백(J) 순으로 선호되었으

며, 선호도 점수는 5점 혹은 6점에 근접하였다. 반면, 원

피스 에이프런(A)과 와인 케이스(K)는 보통(4점) 이상의

선호도를 보이기는 하였지만 텍스타일 아이템들 중 선호

도가 낮았다. 이것은 에이프런의 스커트 부분에 사용된

직물의 두께, 주름 양, 색상의 문제로 심미성이 떨어진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와인병 보호를 위해 직물

사이에 넣은 충전재의 부적합성으로 원래 의도한 모던

이미지의 세련됨이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머그컵과 텀블러에 대한 선호도는 모두 5점 이상

이었지만 3개 머그컵(C, B, D)과 1개 텀블러(C)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텀블러(A, B, D)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투명 텀블러에 옹기 문

양이 전사되어 문양 형태와 컬러가 선명하지 못한데 따

른 것으로 판단된다.

3) 관광기념품과 지역업체에서의 활용을 위한 추천

텍스타일 아이템들 중 ‘추천하고 싶은 상품’을 선택

하도록 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제주관광기념품으

로의 1순위 추천에서는 테이블 매트와 티코스터 세트

상품(I & L)에 대한 추천빈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런치백 시제품(C)이었다. 전체빈도에서도 티코스터 세

트 상품(I & L), 런치백(C), 테이블 매트(H, G), 웨이스트

에이프런(B) 순으로 추천빈도가 높았다. 제주지역 음식

Table 3. Consumers' preference of the developed products

Textile products Mugs and tumblers

One-piece apron (A) 4.56 (1.55)*  Mug (A) 5.03 (1.13)

Waist apron (B) 4.61 (1.29)*  Mug (B) 5.16 (1.06)

Lunch bag (C) 4.97 (1.32)*  Mug (C) 5.37 (1.27)

Shopper bag (D) 4.60 (1.40)*  Mug (D) 5.15 (1.23)

Shopper bag (E) 4.73 (1.32)*  Tumbler (A) 5.00 (1.22)

Dining table mat (F) 5.41 (1.17)*  Tumbler (B) 5.05 (1.23)

Dining table mat (G) 5.51 (1.13)*  Tumbler (C) 5.19 (1.21)

Dining table mat (H) 5.56 (1.00)*  Tumbler (D) 5.06 (1.24)

Set of table mat and coasters (I & L) 5.98 (1.24)*

Shoulder bag (J) 4.94 (1.39)*

Packing case of a wine bottle (K) 4.59 (1.35)*

Pot holding glove (M) 4.95 (1.36)*

*: Means (S.D.)

Table 2. Consumers' evaluation of the developed products

 Evaluation items Textile products Mugs and tumblers

Local color or folksy atmosphere 5.16 (1.09)* 4.92 (1.33)

Uniqueness 5.05 (1.11)* 4.62 (1.32)

Aesthetics 4.84 (1.04)* 4.89 (1.21)

Fostering concern for and interest in Jeju Onggi 5.23 (1.12)* 4.91 (1.28)

Usage as souvenirs of Jeju 5.22 (1.28)* 5.16 (1.28)

Usage at local restaurants and cafes 5.58 (1.17)* 5.56 (1.31)

*: Means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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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과 카페에서의 활용을 위한 1순위 추천에서는 관광

기념품과 마찬가지로 테이블 매트와 티코스터 세트 상

품(I & L)에 대한 추천빈도가 높았으며, 전체 빈도에서

도 티코스터 세트(I & L), 테이블 매트(G, H) 순으로 추

천이 높았다. 전체빈도와 개별빈도에서 추천이 가장 낮

게 나타난 것은 활용목적에 관계없이 쇼퍼백(D)이었다.

한편, 활용목적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높게 추천된 상

품들(테이블 매트와 티코스터 세트 상품 I & L, 테이블

매트 H, G)은 선호도 또한 5점에 근접하거나 그 이상으

로 높은 상품들이었다. 추천빈도가 비교적 높았던 웨이

스트 에이프런(B)과 런치백(C)의 선호도 또한 보통 이상

이거나 5점에 근접하였다.

머그컵과 텀블러 시제품에 대한 추천빈도는 <Table 5>

에 제시되었다. 모든 용도에서 텀블러들보다 머그컵들

이 더 많이 추천되었다. 특히, 머그컵 C는 모든 상황에서

가장 높게 추천되었으며, 머그컵 B와 D는 1순위 추천

빈도와 전체빈도 모두에서 1~3순위로 추천되었다. 텀블

러 C는 1순위 추천빈도와 전체빈도 모두에서 가장 높게

추천되었지만 머그컵에 대한 추천빈도보다는 낮았다.

1순위 빈도와 전체빈도 모두에서 추천의도가 낮게 나타

난 것은 용도에 관계없이 텀블러 D였지만 선호도는 5점

이상으로 높았다.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과 사진자료들을 통해 제주옹

Table 4. Consumers' recommendation of the textile products

Textile

products

For usage as a souvenir of Jeju For usage at local restaurants For usage at local cafes 

1
st

choice

2
nd

choice

3
rd

choice

Total

(Fre.)

1
st

choice

2
nd

choice

3
rd

choice

Total

(Fre.)

1
st

choice

2
nd

choice

3
rd

choice

Total

(Fre.)

A 6 6 2 14 8 2 5 15 6 3 3 12

B 4 6 7 17 5 7 4 16 8 7 6 21

C 11 7 2 20 2 2 6 10 2 2 7 11

D 2 2 1 5 1 1 3 5 2 0 3 5

E 7 4 4 15 2 4 2 8 4 2 6 12

F 1 1 6 8 3 6 5 14 4 1 8 13

G 2 7 8 17 6 8 8 22 2 17 3 22

H 2 7 8 17 8 8 10 26 2 7 12 21

I & L 17 9 12 38 18 12 5 35 24 11 6 41

J 2 9 2 13 1 2 5 8 3 4 1 8

K 4 5 7 16 3 7 4 14 4 8 5 17

M 6 1 5 12 7 5 7 19 3 2 4 9

Table 5. Consumers' recommendation of the mugs and tumblers

Mugs and tumblers

 For souvenirs of Jeju For usage at local restaurants For usage at local cafes 

1
st

choice

2
nd

choice

3
rd

choice

Total

(Fre.)

1
st

choice

2
nd

choice

3
rd

choice

Total

(Fre.)

1
st

choice

2
nd

choice

3
rd

choice

Total

(Fre.)

Mug

A 5 6 16 27 10 16 10 36 10 13 11 34

B 15 12 10 37 15 10 8 33 15 10 9 34

C 13 14 13 40 11 13 19 43 18 11 14 43

D 10 12 9 31 13 9 10 32 6 16 11 33

Tumbler

A 2 6 4 12 2 4 3 9 1 3 3 7

B 6 7 1 14 3 1 7 11 6 3 4 13

C 10 1 5 16 7 5 3 15 5 5 5 15

D 1 6 4 11 1 4 1 6 1 2 4 7



한국의류학회지 Vol. 42 No. 4, 2018

– 706 –

기가 다른 지역의 옹기와 다른 차별적 특징이 무엇인지

를 검토하고, 검토된 제주옹기의 차별적 요소들을 토대

로 옹기 문양과 텍스타일 디자인을 개발하여 지역문화

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개발된 시제품에 대한 소비자 반

응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실무적 시사점

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문헌고찰 결과, 제주옹기는 제작적 측면(돌가마, 노랑

굴과 검은굴, 너박 타렴법, 유약을 바르지 않는 점, 가마

재임 방식, 식움불때기, 섬피의 사용)에서 다른 지역과

크게 차별화되었다. 그리고 색상적 측면(검은굴에서 구

운 진회색의 지새옹기, 노랑굴에서 구운 붉은 기미의 갈

색 옹기), 문양을 새기는 단계와 방법에서 타 지역과 차

이를 보이는 음각문(보로롱문, 파도문, 선문, 문자문) 및

다른 지역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소성문(조개문,

소라문, 불꽃문, 색상 구분으로 생긴 원문)에서도 제주

옹기 고유의 독특성이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용도적, 형

태적, 명칭적 측면(항아리, 허벅, 능생이, 조낭단지, 조막

단지, 고소리, 펭 등)에서 제주옹기의 차별성을 찾아볼

수 있었다.

제주옹기 기본문양들은 차별적 특징과 형태적 식별력

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 제주옹기 8종(대항, 알데기허벅,

능생이, 고소리, 술펭, 지새펭, 두벵들이, 바랑)의 도안화

를 통해 개발되었다. 제주옹기 문양들을 활용한 텍스타

일 디자인들(10종)이 개발되었으며, 텍스타일 디자인들

을 인쇄한 면직물(9종)을 소재로 텍스타일 시제품 16점

(에이프런 2점, 테이블 매트 4점, 런치백, 와인 케이스, 티

코스터 4점, 냄비잡이 장갑, 에코백, 쇼퍼백 2점)이 제작

되었다. 그리고 승화전사법을 이용하여 제주옹기 문양

들이 인쇄된 머그컵 4점과 텀블러 4점이 제작되었다.

제작된 시제품들의 심미성은 약간 낮게 평가되었지

만 문화상품의 중요한 요소인 독특성, 향토성, 관광기념

품이나 지역업체에서의 활용성, 제주옹기 문화자원에

대한 관심과 흥미의 고취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제주옹기 문화자원은 지역문화상품 개발을 위

한 프린트 문양 모티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문화상품의 중요 속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텍

스타일 아이템들인 경우, 심미성이 보강된다면 제주지

역 문화상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시사되었다. 제

작된 시제품들 중에서는 선호도가 높으면서 관광기념

품 혹은 지역음식점이나 카페에서의 활용이 높게 추천

된 텍스타일 아이템들(I & L, H, G)과 머그컵들이 상품

화 후보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소비자 선호도

가 5점에 근접하거나 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 테이블

매트(F), 관광기념품으로의 추천빈도가 높은 런치백(C),

지역레스토랑이나 카페에서의 활용이 높게 추천된 웨

이스트 에이프런(B) 또한 상품화 후보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제작된 시제품들에 대한 심미성 평가(4.84점,

4.89점)와 텀블러에 대한 추천빈도(평가자의 25% 이하)

가 낮은 것은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상품화를 위해서는

제작상품들의 심미적 측면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특

히, 가방 시제품들인 경우 형태적 측면에서의 심미성을

높이는 한편 부자재의 신중한 선정을 통해 상품의 세련

미를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와인 케이스에서는 충전

재 사용에 따른 형태의 찌그러짐이나 부자연스러움을 해

결하는 정교한 작업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원피스 에

이프런에서는 스커트의 주름 양을 조정하거나 좀 더 얇

은 직물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텀블러인 경우, 옹기 문

양의 형태와 색상의 선명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종이

상품들(예: 테이블 냅킨, 키친 타올)이나 향토 음식점 직

원 유니폼에도 제주옹기 문양들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제주옹기라는 지역문화자원을 활용

한 창의적인 텍스타일 디자인 개발은 물론 이것을 프린

팅한 면직물을 발주하여 시제품을 제작하였다는 점이

다. 그리고 제품화에 따른 수요 예측을 실물 차원 및 소

비자 반응 차원에서 검토하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컴퓨

터 소프트웨어에만 의존한 텍스타일 디자인 개발이나

개발된 텍스타일 디자인의 제품화를 위해 맵핑 시뮬레

이션에 그쳤던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되는 점이다. 특히,

문화상품이 갖추어야할 핵심 특성(독특성, 향토성, 심미

성, 실용성, 문화자원에 대한 관심과 흥미 고취)과 수요

예측 측면(소비자 본인의 선호도, 관광기념품으로의 추

천, 지역음식점과 카페에서의 활용 추천)을 고객관점에

서 다차원적으로 검토한 점은 기존 연구들에서는 시도

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문화상품 개발에 필요한 연구방법론을 확장하였다는 점

에서 학술적/교육적 의의가 높다. 그리고 영세한 중소기

업들이 지역문화자원을 토대로 디자인 발상을 시도하고

신상품을 개발하여 비즈니스를 전개하는데 실질적인 가

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적 의의 또한

크다. 이외에도 본 연구는 제주옹기 지역문화자원에 대

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한편 제주옹기의 인지도 향상이

나 지역축제 참여 촉진을 위한 각종 공모전, 체험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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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교육활동(예: 문양 디자인, 텍스타일 디자인, 문화

상품 디자인 등) 운영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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