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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정물화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는 책가도는 책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이 있는 물건들이 함께 표현되어 있다. 여러 가지 물건들이 

복합적으로 나열되어 복잡하면서도 치밀한 비례와 안정된 구도를 갖추고 있다. 일정한 선의 반복에서 조형적 세련미를 느낄 수 

있으며 장식성, 기능성, 예술성을 엿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책가도에 표현된 문양을 활용하여 세련미와 고풍스러움이 

묻어나는 넥타이 직물디자인을 제작하고자 하였다. 우선 문헌고찰을 통하여 한 점의 책가도를 선정, 컴퓨터 디자인 프로그램인 

아도브 일러스트레이터를 이용하여 네 개의 모티브를 디자인하고 그것을 활용하여 네 점의 넥타이 직물디자인을 개발하여 제시

하였다. 

I. 서론 

  책거리는 민화 중에서도 책을 중심으로 주변에 지·

묵·필·연 등의 문방구와 창완품, 학자의 일상용품인 

안경, 찻그릇, 부채, 과일, 꽃, 시계 등의 진기한 외래물

품을 호화롭고 기품있는 분위기로 묘하한 그림으로서 문

방사우도, 책탁문방도, 문방도, 책가도 등으로 불린다.

  본 연구에서는 소박하고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담겨있

는 한국 민화 중 책가도 작품을 이용하여 넥타이 직물디

자인을 개발하고자 한다. 그를 위하여 책가도 작품을 문

헌을 통하여 살펴보고 그 중에서 한 점의 작품을 선정하

여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인 아도브 일러스트레이터를 

이용, 네 점의 넥타이 직물디자인을 개발하여 제시하였

다. 

1.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화 ‘책가도’에 대한 자료를 검토, 분석한다.

  둘째, 민화 ‘책가도’ 중, 한 점의 작품을 선정하고, 그것

을 컴표터 그래픽 프로그램인 아도브 일러스트레이터 

10.0을 이용, 그래픽 작업을 한다.

  셋째, 그래픽 작업한 것을 이용, 네 점의 넥타이 직물

디자인을 개발, 제시한다.  

2. 넥타이 직물디자인 개발 

 2.1 디자인 개요

  본 연구에서는 한국 민화 중에서 ‘책가도’에 표현된 패

턴들을 이용하여 고풍스러운 이미지를 지닌 넥타이 직물

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표 1.에 넥타이 직물디자인 개발을 위하여 사용한 ‘책

가도’ 작품과 그것을 바탕으로 그래픽 작업한 것을 나타

내었다. 

표 1. 책가도 작품 및 그것을 그래픽 작업한 것

책가도 작품 그래픽 작업한 것

1

a. 

b. 

c. 

d. 

 
2.2 넥타이 직물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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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1.은 표 1. ‘책가도’에 표현된 패턴 중에서 그래픽 

작업한 모티브 a.를 활용하여 디자인한 것이다. 작품 1.

은 모티브 a.의 음·양의 반전 배열에 의하여 반복단위

를 디자인하고 그것을 반복하여 완성한 것이다. 사용한 

색상은 적색 계열과 녹색 계열로 보색을 사용하여 반전 

배열을 뚜렷하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채도를 낮추

어 고풍스러운 이미지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반복단위                      작품 1.

  작품 2.는 표 1. ‘책가도’에 표현된 패턴 중에서 그래픽 

작업한 모티브 b.를 활용하여 디자인한 것이다. 작품 2.

는 모티브 b. 및 반복단위를 수직․수평으로 격자 이동 배

열에 의하여 완성한 것이다. 모티브에 사용한 색상은 적

색 계열과 녹색 계열로 보색을 사용하였으며 배경에는 

황색 계열이다.

         

 반복단위                   작품 2. 

  작품 3.은 표 1. ‘책가도’에 표현된 패턴 중에서 그래픽 

작업한 모티브 c.를 활용하여 디자인한 것이다. 작품 3.

은 모티브 c.를 이용하여 체크무늬 형 배열에 의하여 반

복단위를 디자인하고 그것을 반복하여 완성한 것이다. 

모티브에 사용한 색상은 적색 계열과 녹색 계열로 보색

을 사용하여 산뜻한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배경

에 주홍색 계열을 사용하여 온화한 분위기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반복단위                  작품 3. 

  작품 4.는 표 1. ‘책가도’에 표현된 패턴 중에서 그래픽 

작업한 모티브 d.를 활용하여 디자인한 것이다. 작품 4.

는 모티브 d.를 상하 교대로 배열하여 반복단위를 디자

인하고 그것을 반복하여 완성한 것이다. 모티브에 사용

한 색상은 적색 계열과 녹색 계열로 보색을 사용하였으

며 배경에 황색 계열이다.

          

 반복단위                   작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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