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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세계 각국의 컬처노믹스(Culturenomics) 현상이 국가 브랜드 구축에 있어 중요한 핵심적 가치로 작용

하고 있다. 말하자면 지구촌 사람들은 저마다 고유한 미의식을 계승하여 이를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 산업

이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존재성을 확고히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현재 지구촌의 환경 변화에 따른 언

택트(untact) 시대에 현대인들은 인터넷상에서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쉽고 빠르게 품질 좋은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자국의 전통미를 간직한 문화적 소산물을 현대적 조형 디자인으로 재해석하려는 이른

바 ‘문화 브랜딩’ 전략을 구축하고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립해야만 고립된 경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오랜 전통이 담겨 있는 단청 문양 중 금문(錦紋) 패턴을 현대적 조형 디자인으로 재해석하였다. 즉 한국 

전통 문양을 활용한 국가 브랜드의 개발 전략을 제시하려는 게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자는 그동안 전통 건축의 목 부재를 보호할 목적으로, 그리고 건축의 의장적 성격에 따라 달리 도채(塗彩)

되었던 단청 문양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전통 건축에 채색되는 단청 문양은 궁궐, 사찰, 유교 단청에 따

라 문양과 색상을 달리한다. 그 중 금단청에 채색되는 금문(錦紋)은 부처님이 계시는 주불전(主佛殿) 공간을 장엄하기 

위한 의장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금문은 과거의 존속이 아니라 현재의 전통성을 이어가는 새로운 매개체라 

할 수 있다. 단청의 일부인 금문은 독창적인 구성 방식과 소재, 그리고 장식적인 기법이 뛰어나기 때문에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기에 적합하다. 또한 동일한 문양이라 할지라도 색상에 따라 시각적으로 달리 해석되는 금문에 내포되어 있

는 심미성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전통 문양은 탐구와 이론적 연구로서의 보전 가치도 중요하지만 이를 현대적 조형 디자인으로 재창조하여 

국가 브랜드화하고, 더 나아가 자국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평면 

디자인 과정과 입체적인 조형 방법을 거쳐 전통 문양을 실물처럼 재현하고자 하였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한국적 조형

미가 국가 브랜드 제고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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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한국 금문(錦紋)의 기원은 무덤을 장식하였던 고구

려 고분 벽화이다. 이후 전통 건축에 채색되는 문양으로

서, 단청의 등급에 따라 관습(慣習)처럼 계승되어왔다. 

이러한 금문은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데 손색이 없으며 

우리나라만의 독창성을 알릴 수 있는 국가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문화 산업은 독특한 민족성과 문화적 소산물의 결합

으로서, 창의적이고 주체성 있는 문화 산업은 글로벌 경

쟁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현재 세계 각국은 고립된 경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

안을 마련하고자 자국의 잠재적 요소를 발굴하는 데 심혈

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전통 문양을 활용한 기업의 브랜

드 개발을 목적으로 한 이 논문을 집필하게 되었다. 

물론 브랜드의 가치를 구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

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러나 문화와 소비자의 공감대를 형

성할 수 있는 상징적인 이미지는 브랜드의 가치이자 한국

을 대표하는 문화 브랜딩 전략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기업이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고 생산부터 제조·유통까지의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 이렇게 노력하는 기업만이 글로벌 경

쟁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며, 이는 더 나아가 국가 경

쟁력의 증강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한국미를 간직한 금문을 활용하여 기업

의 강렬한 이미지를 개발하고자 우리가 흔히 접하는 생활 

필수품인 침구류의 디자인으로 접근하였다. 이는 과거에 

머물러 있던 전통 문양을 실용적 측면에 접목함으로써 전

통 문화 계승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한국의 전통 문양을 

다양한 상업적 실제 제품으로 적용한 상품은 궁극적으로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리라 본다. 그

런 맥락에서 본 연구자는 전통적인 금문 패턴을 베개, 쿠

션, 이불, 러그, 커튼 등에 연출하였다. 특히 침구류 제작

에 관한 그래픽 프로그램(Graphic Program)을 활용하여 

다양한 시각으로 표현하였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금문의 상징적 의미는 신성과 위엄, 장엄과 위계성

을 나타내기 위한 표식이라고 할 수 있다.1

일정한 배열에 따라 반복되는 금문 패턴은 동일한 문

양일지라도 색상에 따라 시각적 심미성이 달리 해석된다. 

이렇듯 독특함이 묻어나오는 금문의 상징적 의미와 금문 

패턴을 실용성에 역점을 두고 다음과 같이 접근하였다.

첫째, 그동안 금문을 활용한 선행 연구를 알아보고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둘째, 전통 패턴인 금문을 어도비 일러스트(Adobe 

Illustrator)와 포토샵(Adobe photoshop)을 사용하여 현

대적 디자인으로 재해석하였다.

셋째,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금문을 현대적 조형물에 

적용하여 가상현실로 재현하였다.

넷째, 이 과정에서 1차적으로 어도비 일러스트와 포

토샵을 활용하여 평면적 이미지로 표현하였고, 2차적으

로 3D 맥스를 응용하여 과거의 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현

하였다.

이로써 궁극적으로 우리의 전통 문양과 섬유 제품의 

창의적 접목이라는 새로운 실험적 연구 결과가 향후 기업

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보편화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타진해보았다.

1 곽동해, 2019, 『한국 전통 문양의 맥 : 단청 금문 디자인』, 홀리데이북스,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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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금문을 활용한 디자인 연구
 

1. 금문의 정의

금문(錦紋)은 기하학적 문양을 응용하여 아름다운 

무늬를 도안하고 그 문양에 채색한 것을 말한다.2 이미 오

래전부터 한국 전통 건축을 장식하였던 금문(錦紋)의 기

원적 채색 사례는 고구려 고분 벽화에 장식된 문양이다. 

무덤을 장식했던 금문은 망자의 영생불멸(永生不滅)과 

극락왕생(極樂往生)을 상징하는 무늬이다.3 이후 고려 후

기에는 금문의 기틀이 다져지고 조선 초기를 거쳐 조선 

중·후기에는 다양한 조형적 양식과 지역적 특징을 반영

하며 발전하게 된다.4

 

1) 머리초 문양의 구성과 명칭

단청 문양은 정연한 질서와 규칙에 따라 건축 등급

별로 차등 있게 채색된다. 단청의 일부인 금문은 얼금

단청 이상에 채색되는 문양으로서, 창방처럼 긴 부재의 

계풍과 직휘에 채색된다. 머리초 문양의 구성과 명칭을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2) 계풍에 그려지는 금문의 종류 

현대 금문의 종류는 다양한 조형 양식으로 변화되었

다. 계풍에 그려지는 금문은 30여 종이 넘는데 <표 2>와 

같다.

2 장기인·한석성, 2004, 『한국건축대계 Ⅲ : 단청』, 보성각.

3 곽동해, 2003, 「고구려 고분 벽화 장식 문양 소고」, 고구려연구회.

4 곽동해, 2019, 위의 책, p.12.

표 1 머리초 문양의 구성과 명칭

① ② ③ ⑤ ⑥ ⑦

④

1. 계풍

 계풍에 그려지는 문양에 따라 모로단청, 얼금단청, 금단청으

로 분류된다. 모로단청이란 계풍에 문양이 없이 먹선과 분선

을 나란히 긋는 것을 말한다. 얼금단청이란 얼기설기 비교적 

자유롭게 구성된 문양이다. 금단청이란 원형·삼각형·육각형 

등의 다양한 기하학적 요소들이 결연(結緣)과 반복으로 구성

된 연속 패턴이다.

2. 휘
 휘는 17세기에 간단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여 18~19세기에 

이르러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전한다. 

3. 실 묶음

옛 단청에는 오금 곱팽이로 녹실을 묶었다. 그러나 현대 단청

에서는 비녀장, 귀면, 쇠코화, 온질림, 반질림 등 다양한 문양

으로 화려하게 채색하기도 한다. 

표 2 금문의 종류

 모닷금 박쥐금  갖은고리십자금

갖은고리줏대금 솟을금 육모솟을금

솟을줏대금 삼지창금 물레금

연등금 차련금 겹줏대금

5. 온질림 온질림을 반으로 구성한 것을 반질림이라고 한다.

4.  반바탕 

머리초

6. 온바탕 

머리초

온바탕 문양과 반바탕 문양을 같은 문양으로 구성하기도 하지

만 반바탕의 문양을 모란, 겹주화, 웅련화, 측연화, 파련화, 주

화 등으로 구성하기도 한다. 머리초 둘레 실의 형태에 따라 병

머리초, 장구머리초, 겹장구머리초라고 부른다.

6. 속녹화
녹화는 곱팽이라고도 한다. 머리초 안에 있으면 속녹화 머리

초, 겉에 있으면 겉녹화라고 한다.

7. 직휘

모로단청일 경우에는 먹직휘에 매화점 또는 광두정이 채색되

고, 금단청일 경우에는 녹화·주화를 결연금으로 채색하거나 

십자금·고리금 등 다양한 금문으로 장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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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휘에 그려지는 금문

예부터 한국의 건축 양식은 계승(繼承)되고 있지만 

건축 역사를 입증할 만한 귀중한 유구들은 외세의 침략

으로 불타거나 훼손되어 단청의 역사를 고증하는 데 있

어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남아 있는 유구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수덕사 대웅전 직휘의 문양은 여의두 문양을 결연

(結緣)으로 구성하였다. 이후 조선 초기 송광사 국사전에

는 주화·녹화를 주 문양으로 하여 여의두 문양을 변형하

였다. 봉정사 대웅전, 부석사 조사당의 직휘는 녹화를 주 

문양으로 하여 여의두 문양을 변형한 형태이다. 이후 창

덕궁 인정전에는 겹주화·녹화를 주 문양으로 결연하였다. 

녹화, 겹주화, 주화를 주 문양으로 결연하였다 하여 녹화 

결연금, 겹주화 결연금(結緣錦), 주화 결연금(結緣錦)이

라고 부른다. 수덕사 대웅전의 여의두 문양은 오늘날 주 

문양을 연결하는 결연금으로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한국적 문양의 브랜드 개발 양상 

: 금문을 활용한 디자인 연구

본 연구는 단청 문양을 현대적으로 활용하는 패턴 

디자인이라는 개념에서 현대적 조형 디자인으로 활용된 

연구 사례를 알아보고자 한다.

윤고은은 금문의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후식기를 재현하여 한국적 이미지를 도

자기에 담고자 하였다.5

진숙희는 한국 전통 문양의 조형적 특징을 장식적·

예술적·상징적 의미로 분석하고 이를 현대적 패턴으로 

활용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6

양찬효는 현대적으로 리메이크한 금문 디자인을 아

트 타일에 적용하여 실제 제품으로 재현함으로써 현대적 

생활용품에 적용되는 장식적 문양으로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7  

이상환은 금문을 도자기 벽화에 입체적 조형 디자인

으로 재현하였다. 이러한 도자기 벽화 작품들을 통해 일상 

생활의 실내 공간을 장식하는 기능적 요소를 연구하였다.8

 송하영·이주현은 캐드 시스템인 직물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금문을 다양한 현대적 조형 디자인으로 재해석

하여 생활용품에 활용 가능성이 있음을 연구하였다.9

Ⅲ. 현대 디자인에 접목한 금문 사례 분석

금문은 우리의 일상 생활상품에 적용하여 현대적인 

조형 디자인으로 개발될 수 있다. 다변화하는 국제화 시

5 윤고은, 2013, 「금문(錦紋)의 이미지를 주제로 한 도자 접시 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진숙희, 2017, 「한국 전통 문양을 활용한 패턴 디자인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7 양찬효, 2019, 「한국 단청의 금문을 활용한 아트 타일 디자인 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 이상환, 2007, 「단청의 금문을 응용한 도자 벽화에 관한 연구」, 강릉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 송하영·이주현, 2009, 「직물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금문 단청 문양의 자카드 직물 디자인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표 3 직휘의 변천 과정

수덕사 대웅전 (고려 후기) 송광사 국사전 (조선 초기)

봉정사 대웅전 (조선 중기) 부석사 조사당 (조선 초·중기)

금산사 미륵전 (조선 중기) 창덕궁 인정전 (조선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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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전통 문양은 창의적 측면에서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대의 작가들과 기

업들이 문화 콘텐츠를 모티브로 단청 문양을 활용한 상품

의 사례들은 있으나 금문을 상품화한 사례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반면 문화 정체성을 한국의 문양에서 찾으려

는 노력은 학계에서나 찾을 수 있다.

 

먼저 단청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현대 디자인의 접목 

추세를 알아보고자 한다. 

예부터 금문은 사찰의 주 불전이나 궁궐의 주요 건

축에 채색되는 문양으로서, 부재의 머리초 중앙 계풍에 

그려졌다. 그 후 금문은 문화재의 전통 계승과 보존의 수

단으로서, 시대의 흐름에 변화되어가는 현재진행형으로 

그 맥이 끊어지지 않고 존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단청 패턴을 국가 브랜드 이미지화하기 

위해 작품보다는 실제 상업적 측면에서 접목된 보편화된 

생활용품의 사례를 알아보고자 한다.

 금문은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상품에 표현할 수 있

는 기술적 응용이 가능하다. 현대적 조형 디자인으로 재

해석한 금문 사례는 <표 4~6>과 같다.

1. 양찬효(2019), 금문을 활용한 아트 타일 

<표 4>는 금문을 아트 타일 디자인에 적용하여 사

계를 표현하였다. 전체적으로 반복적인 패턴을 조성하

여 중앙을 원으로 구성한 다음 채도를 낮추어 포인트를  

주었다.

2.   도연주(2021), 궁궐 단청 문양의 재해석을 통한  

문화상품 디자인 연구

<표 5>는 금문 패턴을 스카프, 마스킹 테이프, 접

시, 머리끈, 손수건 등 일상용품에 접목한 디자인이다.10

3. 금문을 활용한 직물 시뮬레이션

<표 6>의 백팩은 심플한 디자인에 연화문과 소슬

금으로 고급스럽게 연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EAT 자카드 캐드 시뮬레이션 

툴(CAD simulation tool)은 자카드 직물의 다양한 컬러와 

작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0 도연주, 2021, 「궁궐 단청 문양의 재해석을 통한 문화상품 디자인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표 4 금문 선행 연구 사례

봄 (연화고리십자금) 여름 (매화삼지창금)

가을 축복 겨울 기다림

표 5 금문 선행 연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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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금문을 접목한 디자인

우리는 한국 고유의 디자인을 문화유산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활용한 문화 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아

직은 초보 단계이다.

문화 산업 혹은 문화 콘텐츠 산업이란 한 마디로 문

화상품을 기획·개발·제작·판매하는 등 문화와 관련된 일

련의 산업을 말한다.11 이러한 맥락에서 자국민을 대표하

는 브랜드는 국가 이미지로 작용한다. 가장 민족적인 것

이 세계적인 브랜드라는 이야기는 문화 강대국이 세계 경

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양을 경

제적으로 활용한 영국의 경우 1856년 시작된 세계적인 

브랜드 버버리(Burberry)는 1920년 스코틀랜드의 타탄

체크 문양을 적용한 이후 약 100년간 이를 버버리의 대표 

문양 브랜드로 정착시켜 나갔다.12

Hamlin(1985)은 문양을 자연에 대한 사실적 혹은 현

실적 재현에 목적을 둔 자연적인 것과, 인간의 심성에 의

해 비현실적인 방법으로 선과 형상을 표현하는 인위적인 

것의 양극단으로 분류하였다.13

H. T. McJimsey는 의복의 장식적인 디자인에서 문

양을 자연적·기하학적·추상적·정형화된 것으로 구분하였

다. 자연적인 문양은 자연을 모방하거나 인공 사물을 모

티브로 문양화한 것이고, 기하학적 문양은 원, 직선, 사각

형, 삼각형 등의 형태를 이용하여 사물을 묘사하거나 추

상적인 디자인을 창작하는 것으로 보았다.14

1. 제작 의도 및 방법

본 연구는 현대의 생활용품에 접목하여 과거와 현대

의 새로운 융합이 국가 브랜드 이미지로 작용할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금문의 기원은 무덤을 장식하였던 고구려 

고분 벽화이다. 금문의 연속된 패턴은 끝도 시작도 없이 

다음 생에도 이 같이 영생하길 바라는 망자의 염원이 담

겨 있는 긴 문양으로서, 현대 건축의 최고 등급인 얼금단

청 이상에 채색되어 계승되고 있다. 이로써 금문은 우리 

정서가 담긴 문양으로서, 그 표현력의 독특함뿐 아니라 

한국인의 사상이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그러나 금문은 건축 단청에 채색되는 문양으로서, 오

늘날 예술적 측면에서의 계승 방식뿐 아니라 대중적, 즉 

상업적 측면에서의 계승 방식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상업적 측면에서 본다면 디자인은 작품이 아닌 제품으

로서의 대량생산을 의미하며, 보다 많은 대중에게 한국적 

이미지를 전달하는 시각적 심미성으로 접근해야 한다.

침구류라는 대중적인 제품에 금문이 가지고 있는 본

연의 의미를 접목하는 것은 전통과 현대의 새로운 브랜드

로 거듭나길 기대하는 이유에서다.

11 김선화, 2015, 「문화 콘텐츠로서의 전통 문양 활용 방안」, 한국과학예술포럼, p.19.

12 문광희, 2012, 「한(韓) 패션 사업의 전개와 글로벌화 전략」, 『동양예술』 제20호, p.416.

13 Hamlin, 1916, ‘A History of Ornament : Ancient and Medieval’, NY: The Century Co, quoted by Camacho, J. M. & Laughlin, J., 1985, 

‘Pattern As a Design Aspect : Visual Perception of Its Properties‘, America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13 No.3.

14 H. T. McJimsey, 1973, ‘Art and Fashion in Clothing Selection‘, Iowa State University Press.

표 6 금문 선행 연구 사례

 직물 
시뮬레이션 

(fabric 
simulation)

3D 매핑

연화문 소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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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구류는 필수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생활

용품이다. 과거의 침구류가 단순히 잠자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기능적인 것에 치중했다면 현재는 기업 이미지를 

표현하는 브랜드의 가치로 변화되어가고 있다. 즉 다양

한 패턴과 색상은 침구류를 선택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또한 현대 제품들은 대부분 서구의 패턴과 색상으로 이루

어진 것이 대부분이며 제품의 의미와 사상을 담은 침구류

는 아직은 존재하고 있지 않기에 본 연구자는 우리의 사

상과 정서가 담긴 금문을 통하여 금문의 조형 요소를 현

대에 맞는 기업의 브랜드로 연구 개발하고자 한다.

2. Computer Program으로 재해석된 디자인

본 연구자는 금문 패턴에 내포된 상징적 의미를 먼

저 알아보고 상징적 의미에 따라 현대적으로 어울릴 수 

있는 패턴을 중점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우리 선조들은 문양에 염원을 담아 후손의 무사태평

을 기원하였다. 이러한 문양이 현대에는 장식적인 문양

으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문화적 가치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전통 문양을 현대적 조형 디자인으로 

재해석하기 위해 다음의 네 가지 방법을 모색하였다.

첫째, 금문의 특징은 연속과 반복으로 결연된 전통 

패턴이다. 오방색을 위주로 일정한 질서와 규칙에 따라 

한·난 대비를 이루는 것이 금문의 특징이다. 이러한 금문

을 현대적 조형 디자인으로 재해석하기 위해 금문의 핵심

적인 문양만 선택하여 재해석하고, 색상은 현대의 생활용

품에 조화를 이루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둘째, 금문 패턴을 일상 생활용품에 적용하여 일반

적이고 보편적인 패턴으로 재구성하였다.

셋째, Computer Program을 도입하는 것은 필수 단

계이므로 어도비 일러스트((Adobe Illustrator)와 포토샵

(Adobe photosho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면적인 구성

으로 도안하였다. 

넷째, 편직을 하기 전에 3D 맥스로 실사처럼 재현해

보았다.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언택트

(untact)하게 변화된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해외 여행보

다는 국내로 시선이 쏠리게 된다.

이러한 문화 현상에서 가장 호황을 누리는 곳은 호

텔이나 리조트이다. 향후 점점 더 고립되어가는 생활 환

경으로 인한 경제 상황은 기업주만의 주체성 있는 프로 

정신을 필요로 한다. 여기에는 기업 이미지가 주는 심미

적 쾌락이 현대인의 공감각을 충족시켜준다는 의미가 담

겨 있다.

본 연구자는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기업의 

강렬한 이미지를 연구·개발하고자 하였다.

1) 솟을줏대금·박쥐금을 응용한 커튼 디자인 

예부터 박쥐금은 한·중·일 삼국에서 사랑받던 문양

으로서 단청뿐 아니라 생활용품 등을 장식하는 기능도 있

었다. 박쥐 복(蝠) 자가 복 복(福) 자와 같은 소리를 낸다

고 하여 박쥐는 복(福)을 상징한다. 박쥐 두 마리를 쌍으

로 배치한 것은 복이 겹쳐 들어오라는 의미가 있고 박쥐 

여러 마리는 다복을 상징한다.15 이처럼 박쥐문은 인간의 

삶에 있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오복을 상징하는 문양

으로서, 예부터 집안에 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각종 공예품에 장식되었다. 

금문은 정연한 질서와 규칙에 따라 무한 반복이 가

능하여 모든 일이 술술 연속적으로 풀어지길 바라는 염원

이 담긴 문양이다. 이러한 상징적 의미를 담은 문양을 집 

안에 좋은 기운이 감돌길 바라는 마음으로 침구류 디자인

에 적용하였다.

커튼과 암막은 햇볕을 차단하는 기능적인 면과 방 

안을 장식하는 장식적인 기능이 있다. 이러한 두 가지 기

15 임영주, 1998, 『한국 전통 문양 3 : 상징적 동물 문양』, 예원, p.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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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하나로 함축하는 것이 문양이다. 즉 적절한 문양의 

배치와 방 안의 분위기를 오감으로 느끼게 하는 공감각의 

선택은 중요하다.

<표 7, 8>의 커튼·암막 디자인은 금문의 여러 조형

적 요소 중 물레금과 박쥐금을 모티브로 하여 가상현실로 

재현하고 확대한 것이다. 

<표 8>에서 왼쪽의 물레금 변형 디자인 그림은 단

청 문양 중 금문 속에 나타난 물레금의 연속된 패턴 중 핵

심적인 부분만 확대하여 물레금의 조형적 특징을 부각시

킨 것이다. 색상 또한 현대적 감각에 어울리는 색상으로 

재해석하였다. 물레금은 중앙에 단독으로 연화 또는 주

화가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오른쪽의 박쥐금을 선으로 표현한 디자인 그림은 금

문 중 계풍에 들어가는 박쥐금으로서, 현판에 들어가는 

박쥐금과는 형태가 다르다. 커튼의 색상은 베이지 계통

의 오렌지 색상으로서, 따뜻하면서도 산뜻한 이미지로 연

출하였고, 문양은 박쥐금의 연속 패턴을 그대로 적용하였

다. 그리고 바탕색을 유채색(오렌지 베이지)으로 하였고 

문양을 무채색(흰색)으로 처리하여 바탕에 비치는 아름

다운 문양의 선을 선명하게 나타내고자 하였다.

2) 솟을줏대금을 응용한 쿠션(대) 디자인

금문은 정삼각형이 모여 팔각을 이루는 문양으로서, 

중앙에 단독으로 연화 또는 주화가 그려진다. 연화는 더

러운 물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식물로서, 민가에서

는 군자를 뜻하고 불교에서는 연화화생(蓮花化生)을 의

미한다. 

주화는 꽃잎이 네 개의 경우 감꼭지 문양을 도안한 

것이다. 그리고 여섯 개를 도안한 문양은 표호랑이의 발

바닥을 도안한 것으로서, 3엽 주화문을 반대로 대칭시킨 

것이 6엽 주화문이다. 단청에서 주화문은 대개 상서로운 

붉은 꽃의 일종으로 간주되어왔다.16 이처럼 어떠한 상징

적 의미를 담은 쿠션 문양은 집 안에 복이 깃들길 바라는 

과거의 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9, 10 참조).

<표 10>의 그림은 솟을줏대금으로 중앙에 주화를 

장식한 것이다. 왼쪽 그림은 솟을줏대금의 연속된 패턴 

중 핵심적인 문양을 부각시켜 현대적인 색상으로 재해석

한 것이다. 오른쪽 그림은 솟을줏대금의 연속된 패턴 그

대로인 문양을 선으로만 처리하여 문양이 주는 아름다움

과 선이 주는 강렬함을 표현한 것이다. 

왼쪽 그림의 경우 같은 계열의 색상으로 명도와 채도

표 7 금문을 커튼 문양에 적용(가상현실)

표 8 커튼·암막에 적용한 금문의 확대 모습

물레금 변형 박쥐금을 선으로 표현

색상표

PANT 
ONE

R 76, 122, 121, 182, 61, 136, 104, 85

G 60, 103, 110, 160, 62, 159, 120, 91

B 46, 87, 96, 130, 69, 196, 109, 84

16 곽동해, 2002, 『한국의 단청』, 학연문화사, pp.19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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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조절하여 서로 조화로운 색상에 중점을 두어 금문 패턴

을 강조하고자 어두운 다크 브라운 색상과 중간 톤의 브라

운, 그리고 오렌지 베이지색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서로 이

질감이 들지 않도록 색상의 조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오른쪽 그림의 경우 쿠션의 바탕 색상은 베이지 카

키색으로 하였고, 문양의 선은 무채색인 흰색으로 처리하

여 문양이 선명하게 나타나게 연출하였다.

3) 박쥐문 - 쿠션(소)

<표 11>의 박쥐문은 현판 테두리에 들어가는 박쥐

문을 쿠션(소)에 적용한 것이다.

서양에서는 박쥐를 혐오스러운 동물로 여기고 있으

나 동양에서는 복을 가져다준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단청

에서는 계풍, 그리고 현판 또는 반자초의 테두리인 모서

리를 장식하는 칠보문의 소재로 사용되었다. 

위의 문양은 칠보문의 일종으로서 이 문양을 쿠션에 

적용한 것은 대중적으로 박쥐문의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

라는 것을 알리고 싶은 취지에서였다.

박쥐문에 색상을 넣지 않고 선으로 처리한 것은 화

려하면서도 장식적인 의미가 더욱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

다. 그리고 문양을 반으로 갈라놓은 것은 반이 모여 하나

라는 의미로서 부부 화합을 뜻한다.

4) 곱팽이(녹화) - 포인트 벽지

<표 12>는 곱팽이 문양을 꽃처럼 도안하여 현대의 

생활용품과 과거의 전통 문양이 만나 새로운 디자인으로 

변모한 사례이다. 전통과 현대의 조합이 이질감 없이 모

던한 느낌이 들도록 새로운 시각적 이미지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단청에서 곱팽이 문양은 초빛을 양록, 이빛을 하엽

으로 채색하여 녹화라고도 한다. 

곱팽이는 조선 초에는 오금이 들어가고 번엽을 올려

서 장식했지만 조선 후기로 갈수록 오금이 없는 민틋한 

곱팽이로 장식되었다. 그러나 금단청에서는 민틋한 곱팽

이에 번엽을 올려서 3빛으로 화려하게 채색하기도 한다.

이처럼 곱팽이는 단청의 조성 연대를 가늠할 수 있

는 중요한 전통 문양이다.

5) 전체 이미지

표 9 쿠션·베개 재현(가상현실)

표 10 솟을줏대금 문양의 확대 모습

솟을줏대금

색상표

PANT 
ONE

R  76, 122, 243, 121, 220

G  60, 103, 203, 109, 200

B  46, 86, 150, 96, 172

표 11 박쥐금 문양의 확대 모습

색상표

PANT 
ONE

R 223, 166, 181, 231

G 228, 221, 160, 200

B 164, 230, 130,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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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구류라는 생활용품은 방 안의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장식적인 기능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

에서는 과도한 색상과 복잡한 문양보다는 색상의 수를 줄

이고 동일 색상으로 연출하였다. 그리고 금문은 반복으

로 이루어진 패턴이다. 이러한 패턴의 핵심을 요약하여 

문양이 주는 아름다움에 시선을 집중시키고자 하였다. 

색상의 심리는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시각적으로 

무언의 오감을 눈으로 느끼게 한다. 즉 카키, 브라운, 베

이지 계열의 색상은 중후한 이미지를 느끼게 한다. 또

한 오렌지 베이지 색상은 발랄하면서도 우아함을 느끼게  

한다. 

이로써 전체적인 분위기를 가을 또는 중년의 이미지

로 연출하여 문양과 색상이 상품에 어울릴 수 있도록 구

성해보았다. 

<표 13>은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살펴본 침구류 제

품 디자인을 한데 모아 3차원으로 구성한 전체 이미지 

이다.

전체적으로 색상의 수를 줄였다. 동일 계열의 색상

은 시각적 명료성과 통일성을 준다. 또한 문양의 배열, 명

도·채도·색상의 일정한 조화, 그리고 무채색을 보조색으

로 사용한 것 등은 전체적으로 안정된 느낌을 준다.

전통 문양을 어떤 상품에 담느냐보다는 어떻게 담아

내느냐가 전통 문양의 현대적 재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Ⅴ. 결론

금문은 우리 민족의 정서와 염원·기원 등이 담겨 있

고 다양한 의미와 상징을 보여주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라

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청 문양의 일부인 금문에 나타난 

길상과 염원, 그리고 소망이 담긴 전통 패턴을 일상 생활

용품에 적용하여 시각화하였다. 

그동안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생활용품

이 단순히 기능적인 측면에서 한국적 이미지로 변화되어

가는 것은 문화 정체성을 확립해간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

미 있는 일이다. 

본 연구에서 전통 패턴을 계승하여 현대적 조형 디

자인으로 재해석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금문의 패턴은 단순히 아름다움뿐 아니라 그 속

에 길상과 염원, 사상이 깃들어 있다. 따라서 단청 문양은 

단순히 전통문화의 보존 또는 연구 차원으로만 치부할 것

이 아니라 다양한 표현적 연구 방법으로 계승되어야 한다.

둘째, 금문의 패턴은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조형화

할 수 있는 좋은 소재임을 알 수 있었다. 즉 우리의 전통 

패턴은 어떠한 구조와 조형성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이 있

표 12 포인트 벽지 문양의 확대 모습 

색상표

PANT 
ONE

R 139, 169, 223, 237

G 94, 124, 174, 176

B  60, 80, 125, 85

표 13 전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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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재라 할 수 있다. 

셋째, 일상 생활용품 적용에 있어 더욱 새로운 측면

으로 접근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단순히 기능적

인 것에서 벗어나 한국의 이미지를 담은 브랜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확신할 수 있었다.

넷째, 금문의 문양을 간결·명료하게 표현한 디자인

은 상업적 측면에서 대량생산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전통

문화를 현대적으로 계승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본 연구자는 우리의 미의식이 담긴 전통 문양을 현

대에 맞게 재해석한 새로운 디자인은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한국의 브랜드가 국민의 자긍

심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한다. 따라서 향후 보다 다양한 해

석과 체계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 전통 문양의 현대화 가

능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243  한국 전통 문양을 활용한 국가 브랜드 연구 개발 전략 - 금문(錦紋)을 중심으로 -

•곽동해, 2002, 『한국의 단청』, 학연문화사.곽동해, 2003, 「고구려 고분 벽화 장식 문양 소고」, 고구려연구회.

•곽동해, 2002, 『한국의 단청』, 학연문화사.

•곽동해, 2019, 『한국 전통 문양의 맥 : 단청 금문 디자인』, 홀리데이북스.김선화, 「문화 콘텐츠로서의 전통 문양 활용 방안」, 한국과학예술포럼.

•도연주, 2021, 「궁궐 단청 문양의 재해석을 통한 문화상품 디자인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문광희, 「한(韓) 패션 사업의 전개와 글로벌화 전략」, 『동양예술』 제20호.

•송하영·이주현, 2009, 「직물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금문 단청 문양의 자카드 직물 디자인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양찬효, 2019, 「한국 단청의 금문을 활용한 아트 타일 디자인 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고은, 2013, 「금문(錦紋)의 이미지를 주제로 한 도자 접시 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상환, 2007, 「단청의 금문을 응용한 도자 벽화에 관한 연구」, 강릉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영주, 1998, 『한국 전통 문양 3 : 상징적 동물 문양』, 예원.

•임영주·전한효, 1988, 『문양으로 읽는 우리나라 단청 Ⅱ』, 태학원. 

•장기인·한석성, 2004, 『한국건축대계 Ⅲ : 단청』, 보성각.

•진숙희, 2017, 「한국 전통 문양을 활용한 패턴 디자인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Hamlin, 1916, ‘A History of Ornament : Ancient and Medieval’, NY: The Century Co, 1916, quoted by Camacho, J. M. 
& Laughlin, J., 1985, ‘Pattern As a Design Aspect : Visual Perception of Its Properties‘, America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13 No.3.

•H. T. McJimsey, 1973, Art and Fashion in Clothing Selection , Iowa State University Press.

참고문헌



244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4. No. 4

National brand development research strategy using 
traditional Korean patterns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4 No. 4, December 2021, pp.232~245.
Copyright©2021,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https://doi.org/10.22755/kjchs.2021.54.4.232

The present study is about a brand development strategy that utilizes Korean traditional patterns. The global 

culturenomics phenomenon confirms the value of  the cultural aspects of  design when a national brand is 

established. People succeed with their unique aesthetic sense and reinterpret it in a modern view, and this design 

acts as today’s national brands. In this way, people used traditional patterns and original designs, along with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formative style, in developing their designs. However, due to recent changes in the global 

environment, modern people live in an “untact” world, and consumption culture shifted toward online marketing. In 

this environment, where one is isolated from social activities, there needs to be a strong image that can dramatically 

change the mood of  one’s home. I would like to re-examine the Dan-Chung pattern, whose painting depends on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architecture to protect the wooden members of  the framework in traditional architecture. 

The pattern and color of  Dan-Chung, coated in traditional architecture, differs by the type of  construction used, 

which includes a palace, a Buddhist temple, and a Confucianism Dan Chung. The Geummoon pattern contains 

aesthetic factors to add solemnity to the Main Buddhist Halls, which contain Buddha . This is a new medium that 

continues the current traditions instead of  remaining in the past. Among different Dan Chung patterns, Geummoon 

has magnificent decoration consisting of  the highest grade materials and unique composition; therefore, it is 

suitable to be reinterpreted in modern terms. The same pattern can be interpreted in different ways with different 

colors, so there is a great aesthetic impression in the Geummoon pattern. The value of  preservation for exploration 

and theoretical study of  the traditional pattern is important, but recreating the pattern into modern formative 

art can present a new angle of  view and national brand, bearing pride in our cultural assets. The study used multi-

dimensional molding methods for realistic presentation after going through the two-dimensional design process. 

The significant value of  Korean molding beauty which hangs onto the past will play a crucial role in establishing our 

national b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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