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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importance of design that considers the characteristics of fashion that plays a role of a medium that             

communicates with customers (and is not simply clothes or products by adding the particular culture             

factors of a local country to the development of glocalism) is discussed. While the cultural consumption             

becomes a core key word, the survey of customers is conducted to develop a party-wear design that applies a             

Korean image suitable for the party culture industry magnified by the young generation's cultural trends.             

Based on it, we suggest a party-wear design that applies Dancheong's lotus and derive the followed results.             

The first, one-piece and accessory coordination was the highest by 49.3% for the party-wear coordination             

and design. In addition, Dancheong was the highest by 16.5% for the traditional pattern (thought to be             

representative for Korean image). Among the traditional patterns, for a pattern suitable for party-wear, the             

case applying flowers such as the Japanese apricot flower, lotus flower, and peony was the highest. The             

second, among the several patterns used Dancheong that was represented by a Korean image of a lotus             

flower pattern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strong vitality and blooming in dirty mud was often used             

for the pattern of clothes. The third, under the motive of the results of the survey and Dancheong's lotus             

flower pattern, we developed 2 methods of one piece and accessory coordination, 2 methods of top and             

skirt coordination, and 1 method of jacket and one piece coordination as the party-wear.

Key words: Dancheong, Lotus, Party wear, Design development; 단청, 연화문, 파티웨어, 디자인 개발

I. 서  론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한국 선수단의 유니폼     

에 대해 국가이미지를 강조하는 색채나 디자인이 눈에      

띄질 않아 ‘한국(Korea)’이라는 브랜드를 알리기 힘     

들었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이에 반해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은 자국 국기의 색상과 문양을 활용한 단순    

하면서도 세련된 유니폼 디자인으로 ‘국적’을 한번    

더 마케팅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처럼 패션은 단순한 옷이나 상품이 아닌 사회 . 경제 . 문    

화 등 다양한 요소를 바탕으로 소비자와 소통하는 매    

개체 역할을 하며 여기에 자국의 독특한 문화요소가    

더해지면 더 큰 효과를 누리게 된다. 

국내에서도 패션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디자인 개발에 대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은    

1990년대에 들어 전통과 현대의 접목으로 이어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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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들어서는 이상봉, 이영희 등이 전통 및 한       

국적 이미지를 패션디자인에 활용하여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학계에서도 전통과 현대패     

션과의 접목을 추구하는 디자인 개발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통문양을 활용해서 패션디자인을    

개발한 선행연구는 연꽃을 주제로 패션상품을 개발     

한 연구(Baek, 2007; Choi, 2006; Kim, 2006)와  직물        

을 개발한 연구(Choi, 2000; Hong & Kim, 2010; Jung,        

2004a; Kwak & Yang, 2001) 등이 있다. 이외에도 1990년        

대 이후 오방색을 기본으로 색채미가 뛰어나고 문양      

의 표현이 모던하고 기하학적인 단청의 특징을 응용      

한 디자인 개발은 카펫, 벽 장식 디자인, 니트웨어, 스        

카프, 접시, 직물, 단추, 넥타이, 컵받침, 포장재, 손거       

울, 핸드백, 테이프, 유니폼 등으로 다양하다. 그러나      

대부분 외국 관광객을 위한 문화상품 개발과 특정 타       

깃없이 단청문양을 활용한 의상디자인 개발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소비가 핵심키워드로 부     

상하고 있는 이때에 새로운 사교 방식의 생활화로 젊       

은 세대들의 문화트렌드로 떠오른 파티문화산업에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한국적 이미지, 정서,      

역사와 전통을 담고 있는 단청의 연화문을 응용한 파       

티웨어 디자인을 제안함으로써 한국적 이미지를 재     

발견하고 이를 현대화하여 날로 높아지고 있는 고유      

문화의 정체성과 활용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     

다. 또한 전통적 요소와 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 개       

발을 통해 파티를 즐기는 국내·외 소비자의 다양한      

감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파티웨어의 새로운 디자인      

개발방안을 모색하는데 의의가 있다.

II. 연구의 방법

파티웨어 디자인 개발을 위해 파티 및 파티웨어,      

한국적 이미지를 대표하는 전통문양에 대한 설문조     

사를 실시하는 실증연구와 설문조사 결과 선정된 전      

통문양인 단청에 대한 문헌연구를 병행하였다. 

먼저, 서울·경기지역의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예비조사와 본 조사를 통해 국내 파티웨어에 대한 소       

비자의 인식 및 선호하는 파티웨어 아이템과 파티웨      

어로 한국적 이미지 표출이 가능한 전통문양을 도출      

하였다. 2009년 4월 22일부터 2009년 5월 9일에 걸       

쳐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된 예비조사는 파티형     

태 및 참가 유무, 파티웨어 구매 및 선호도에 대한 설         

문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사용된 설문지는 총 200부     

로 그 중 168부의 설문지가 수집되었다. 이 중 적절     

하지 못한 자료 60부를 제외한 108부를 본 설문의 자     

료분석에 이용하였다. 2009년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     

에 걸쳐 서울 및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된 본 조     

사는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문항내용, 순서     

및 다중 응답처리문항을 재배열하였다. 개발된 설문     

문항은 파티 및 모임 참여, 파티기획과 파티웨어에     

대한 인식 및 중요도, 앞으로 국내 파티의 발전 가능     

성, 파티웨어 디자인과 가격 선호도, 한국적 이미지     

관련 문항과 전통문양, 한국적 이미지를 응용한 파티     

웨어 및 소품에 관한 문항,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구성하였으며, 국내 파티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인식     

과 파티에서 파티웨어의 중요도에 관한 인식문항은     

리커트 척도(Likert Scale)에 의한 5점 척도를 이용하     

였다. 사용된 설문지는 총 530부로 그 중 본 연구와 관     

련이 없는 남성응답자의 설문지 30부를 제외한 500부     

를 자료분석에 이용하였다. 설문대상은 서울 및 경기     

지역의 만 20세에서 39세의 여성이며, 자료분석은 기     

술통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설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선호하는 파티     

웨어 코디네이션 방식인 원피스와 액세서리, 탑과 스     

커트, 재킷과 원피스를 파티웨어 아이템으로 선정하     

고 한국적 이미지를 대표하는 전통문양을 도출하였     

다. 선정된 전통문양을 응용한 디자인 개발을 위해     

단청에 대한 선행연구 및 서적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     

으로 단청문양 중 가장 많이 애용되는 연화문을 응용     

한 파티웨어 디자인 5점을 도식화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파티문화특징에 기초하여 디자인     

을 개발하였으며, 설문조사에 사용된 파티의 종류는     

파티전문업체와 파티플래너들에 의해 개최되는 친구    

들 간의 작은 파티에서부터 영화제, 전시회, 브랜드     

런칭 파티, 쇼케이스, VIP 초청행사, 사내 친목 모임     

등 기업의 프로모션 파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선     

행연구를 바탕으로 정리한 파티의 종류는 크게 주최,     

형식, 목적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O & Lee, 2010).

III. 연구결과

설문문항은 파티 참여 정도, 파티에 대한 인식, 파티     

웨어에 대한 디자인 선호도, 한국적 이미지 및 한국적     

이미지를 활용한 파티웨어에 대한 선호도, 인구통계학     
– 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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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특성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파티 및 모임 참가 행동과 파티웨어의 중요도       

인지 정도 

조사대상자 500명 중 파티 및 모임에 참여한 경험       

이 있는 377명을 대상으로 파티 참여 빈도를 조사한 결        

과 일 년에 두 번 41.2%(155명)>일 년에 한 번 23.1%         

(87명)>두 달에 한 번 17.2%(87명)>한 달에 한 번 13.3%        

(65명)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 년에 1~2회 정도 파       

티 및 모임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티에서 파티웨어의 중요도에 대한 문항에서는    

파티 및 모임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377명 중 53.3%        

(201명)가 ‘중요하다’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외에도 매     

우 중요하다 26.7%(107명)>보통이다 10.0%(38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2. 파티형태의 인식과 파티의 발전 가능성

조사대상자들이 생각하는 대표적인 파티형태와 향    

후 가고 싶은 파티의 형태에 관해 복수응답을 허용하       

여 조사한 결과 대표적인 파티형태에 관한 질문에 총       

631명이 응답하였으며, 기념일 파티 29.8%(188명)>클    

럽 파티 24.4%(154명)>사교 파티 23.0%(145명)>기업    

파티 15.7%(99명)>웨딩 파티 6.0%(38명)로 응답해 기     

념일 파티를 가장 대표적인 파티형태로 인식하고 있      

었다. 향후 가고 싶은 파티형태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는 총 549명이 응답하였으며, 사교 파티 37.9%(208명)      

>클럽 파티 20.9%(115명)>기념일 파티 18.4% (101명)     

>기업 파티 14.0%(77명)>웨딩 파티 8.2%(45명) 순으로     

나타나, 연상되는 대표적인 파티형태와 참여하고 싶     

은 파티의 형태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조사대상자의 연령 중 20대 중·후반이 가장 많았던     

점을 고려할 때 젊은 층은 각종 데이트를 비롯하여     

생일 등의 기념일 파티와 클럽 파티 그리고 다양한     

인적 네트워킹을 위한 사교 모임 형식의 사교 파티를     

희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국내 파티문화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는 발전적이다 56.8%(284명)>보통이다 28.9%(144명)   

>매우 발전적이다 7.7%(39명) 순으로 나타나 국내 파     

티산업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인 태도     

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3. 파티웨어 코디네이션 및 디자인 선호도

파티 및 모임을 위한 별도의 의류를 구매한 경험에     

대해서는 ‘예’라고 응답한 사람이 52.7%(264명), ‘아     

니오’라고 응답한 사람이 47.3%(236명)로 나타나 파     

티웨어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비해 별도로 파티     

웨어를 구매하는 비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파티 및 모임을 위해 별도의 의류를 구매한다고 응     

답한 264명을 대상으로 구매장소에 대해 질문한 결과,     

백화점 87명(33.0%)>편집매장 61명(23.1%)>인터넷 전   

문 쇼핑몰 34명(12.8%)>국내 패션브랜드 30명(11.4%)    

>인터넷 종합 쇼핑몰 27명(10.3%)>기타 15명(5.9%)    

>명품브랜드 10명(3.7%)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대     

상으로 드레스류 등 파티웨어 같은 느낌의 의류를 구     

매할 때 고려하는 1순위에 대해 묻자 디자인 86.0%     

(227명)>격 4.2%(11명)=색상 4.2%(11명)>기타 2.3%   

(6명)>브랜드 1.9%(5명)>소재 0.9%(2명)>품질0.5%(1명)  

Table 1. Party type

Type

Division
Party Type

Promotion
Business Party Launching Party, PR Party, Show Case Party, VIP Party, Matching Party

Private Party Anniversary Party, Housewarming Party, Social Party

Form

Form-oriented Dinner Party, Reception Party

Music-oriented Potluck Party, Barbecue Party

Liquor-oriented Cocktail Party, Wine Party

Season-oriented Christmas Party, Halloween Party

Music & Dance-oriented Club Party, Music Party

Objective
Profit-making Sales Promotion Party, Launching Party, Promotion Party

Nonprofit-making Potluck Party, Kitchen Party, Wedding Party, Birthday Party

From O and Lee. (2010). p. 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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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한국의류학회지 Vol. 35 No. 8, 2011

 

 

   

  

 

 

 

 

 

 

    

  

 

순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별도의 의류를 구매한다고     

응답한 264명을 대상으로 파티를 위해 착용하는 드레      

스류 등 파티웨어 같은 느낌의 의류를 선호하지 않거       

나 즐겨 입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묻자 입기 부담스러워        

서 126명(53.4%)>다른 옷과 코디하기 힘들어서 27.0%     

(64명)>기타 10.1%(23명)>가격이 비싸서 6.2%(15명)   

>나와는 어울리지 않아서 3.4%(8명) 순으로 응답하     

였다. 

파티웨어로 선호하는 코디네이션에 대해서는 복수응    

답을 허용하여 총 596명이 응답하였으며, 49.3%(294명)     

가 원피스와 액세서리 코디네이션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탑과 스커트 코디네이션 11.4%      

(68명)>재킷과 원피스 코디네이션 10.1%(60명)>탑과   

슬랙스 코디네이션 6.4%(38명)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와 별도로 국내 패션저널인 패      

션비즈에서 2009년 10월 25~29일 서울·경기지역 20~     

30대 직장인 및 대학생 여성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       

한 파티웨어에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입고      

싶은 파티웨어에 대해 미니 원피스 47%(56명)>칵테일     

드레스 28%(34명)>이브닝 드레스 18%(22명)로 나타    

나 파티웨어를 구매하고 싶은 국내 소비자들은 아직      

까지 드레스보다는 평상복으로 활용 가능한 디자인     

과 아이템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파티웨어와 어울리는 색상에 대한 질문에는 복수응     

답을 허용하여 총 1,003명이 응답하였으며, 블랙 26.1%      

(262명)>골드 21.8%(219명)>레드 11.4%(114명) 순으   

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실버, 화이트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뉴트럴 계열을 선호하는 것으      

로 판단되며, 트렌드의 영향으로 골드와 실버 색상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파티웨어와 어울리는 소재에 대한 질문에는 복수응     

답을 허용하여 총 969명이 응답하였으며, 실크 18.9%      

(183명)>스팽글 17%(165명)>새틴 15.7%(152명)=쉬폰  

15.7%(152명) 순으로 나타나, 파티를 연상할 때 소비      

자들은 트렌드의 영향과 함께 파티라는 특성 상 부드       

럽고 광택이 있는 소재를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한국적 이미지 및 한국적 이미지의 파티웨어      

아이템 및 소품 선호도

한국적 이미지를 대표하는 형용사에 대해서는 복     

수응답을 허용하여 총 828명이 응답하였으며, 단아     

한 38.9%(322명)>곡선적인 15.5%(128명)>우아한 13.8%   

(114명)>섬세한 8.8%(73명)>소박한 7.6%(63명)>단정한  

6.4%(53명)>풍성한 4.0%(33명)>순수한 2.4%(20명)>화  

려한 2.3%(19명)>기타 0.4%(3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     

국적 이미지를 대표한다고 생각되는 전통문양에 대     

해서는 복수응답을 허용하여 총 990명이 응답하였으     

며, 단청 16.5%(163명)>소나무 14.2%(141명)>매화 13.1%    

(130명)>학 7.3%(72명)=호랑이 7.3%(72명) 순으로 나    

타났다. 전통문양 중에서 파티웨어와 잘 어울린다고 생     

각하는 문양에 대해서는 복수응답을 허용하여 총 856명     

이 응답하였으며, 매화문 19.2%(164명)>나비문 15.1%    

(129명)>연화문 11.4%(98명)>단청 8.8%(75명)>모란문  

6.4%(55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적 이미지를 대표하는 전통문양에 대해 단청,     

소나무, 매화, 학, 호랑이 순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여     

성스럽고 화려한 파티웨어 특성 상 매화, 연화, 모란     

등 꽃 위주의 문양들과 나비문양이 상위를 차지함을     

알 수 있었다.

한국적 디자인의 파티웨어 구입 시 선호 아이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복수응답을 허용한 결과, 앞서     

파티웨어로 선호하는 코디네이션에서 나타난 원피    

스, 스커트, 탑 등과 유사하게 원피스 58.9%(295명)>     

스커트 15.5%(77명)>블라우스 12.5%(63명)>재킷 6.7%   

(33명)>팬츠 2.6%(13명)>기타 2.4%(12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적 디자인의 파티패션소품 구입에 대     

해서는 마찬가지로 복수응답을 혀용한 결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변형이 가능한 쥬얼리(43.6%)와 스카     

프(26.5%)를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외에도 가방 17.6%(95명)>신발 7.1%(38명)>벨트 4.3%    

(23명)>기타 0.9%(5명)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5. 인구통계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응답자 총 500명 중 26~30세     

48.2%(241명)>31~35세 26%(130명)>21~25세 17.4%  

(87명)>36세 이상 5.7%(29명)>10대 2.7%(13명) 순으    

로 20대 중 . 후반 연령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     

유형별로는 사무직 종사자 39.7%(199명)>전문직 종사    

자 39.2%(196명)>학생 15.3%(76명)>주부 1.2%(6명)   

로 사무직과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이 가장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 파티문화의 발전     

가능성과 함께 국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파티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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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개발을 위해 필요한 디자인 요소와 아이템 구       

성, 파티웨어 디자인으로 적합한 한국적 이미지 등을      

도출하였다. 또한, 아직까지 국내 파티문화는 긴 역사      

를 지닌 서양의 파티문화에 비해 개인의 기념일이나      

클럽 파티를 중심으로 발달하고 있어 이브닝 드레스      

보다는 이러한 특징을 반영한 파티웨어 디자인 개발      

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IV. 단청과 연화문에 대한 고찰 및

디자인 개발

장의 분석결과, 글로컬리즘의 부상과 함께 주목받     

고 있는 자국의 문화를 바탕으로 한 파티웨어 디자인       

개발을 위해서는 한국적인 이미지로 대표되면서도 패     

턴으로 모던화시킬 수 있는 단청이 적합한 것으로 나       

타났다. 본 장에서는 단청과 연화문에 대해 고찰한      

후, 글로벌 소비자의 감성에 맞고 멀티코디네이션이     

가능한 단청을 모티브로 현대화시켜 파티웨어 디자     

인에 활용하였다. 

1. 단청의 정의 및 종류

1) 단청의 정의 및 조형양식

단청은 1500년쯤 전인 삼국시대부터 이미 널리 그      

려져 왔다. 오행설에 따른 단청의 색채 표현은 삼국       

에서 고려, 조선시대를 거치는 동안 미세하게 변하였      

으나 구상이나 기법은 그 맥이 이어지고 있다(Han et       

al., 2004). 단청은 붉을 단(丹), 푸를 청(靑)이라는 상       

반된 색을 뜻하는 두 글자가 만나 한 단어를 이룬 것         

으로, 동양학에서 말하는 음양의 원리와도 일맥 상통      

한다. 기본색으로 빨강, 파랑, 노랑, 하양, 검정을 쓰       

며 이를 오채(五彩)라 한다. 오채는 오행(五行)에 맞      

추어 칠하는 것으로 오행이란 동양 철학에서 만물을      

생성하고 변화시키는 다섯 원소인 나무, 불, 흙, 쇠, 물        

을 의미한다. 파랑은 나무, 빨강은 불, 노랑은 흙, 하        

양은 쇠, 검정은 물을 의미한다. 계절의 의미도 담고       

있어 파랑은 봄, 빨강이 여름, 하양이 가을, 검정이 겨        

울, 노랑이 토용(土用: 환절기)을 뜻한다. 색은 동, 서,       

남, 북, 중앙을 포함한 다섯 방위도 가리키는데, 방위       

를 상징하는 사신과 결합한다. 동쪽에 청룡, 서쪽에      

백호, 남쪽에 주작, 북쪽에 현무가 있다. 오행설에 따       

라 이렇게 그려지는 단청의 아름다움에는 우주만물     

의 기운이 서로 어우러져 좋은 기운을 자아내라는 의       

미가 담겨 있다(Han et al., 2004). 

이외에도 단청은 집의 벽, 기둥, 천장 같은 건축 가     

구부재(架構部材)에 여러 가지 빛깔로 그림이나 무늬     

를 그려 놓은 것 또는 그 일을 가리키고 있으나 명사     

적 의미에서 단청이란 각종 안료를 사용하여 건물의     

벽과 부재에 도채(圖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Kwak     

& Kim, 2002). 건축물 외에도 공예품, 고분, 불화, 동     

굴 등에 그림을 그리고 색칠하여 장식하는 모든 경우     

를 말하기도 한다(Han et al., 2004). 즉, 단청이라 하     

면 일반적으로 건축물에 여러 가지 빛깔로 그림과 무     

늬를 그리는 일을 말하지만 본래 예부터 왕실이나 나     

라의 길흉에 관한 의식이나 종교, 신앙적인 의례(儀     

禮)를 행하는 건물과 의기(儀器) 등을 엄숙하게 꾸며     

서 일반 잡기(雜器)와 구분하기 위해 의장하는 것을     

통틀어 말한다(Im, 1991). 좀 더 넓은 의미로서는 조     

각 형상이나 공예품 등에 채화(彩畵)하는 것과 서(書),     

회(繪), 화(畵)의 개념을 통틀어 하는 말이다(Im, 1991).     

이 중 건축물의 표면과 세부 구조물에 칠, 도장(塗裝)     

을 하여 목재의 부식을 방지하고 표면을 아름답게 장     

식하는 단청의 조형양식은 건축물의 중요도 등급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으나 크게 금단청, 얼금단청, 모     

로단청, 긋기단청, 가칠단청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다시 세분하면 갖은 금단청, 금단청, 얼     

금단청, 금모로단청, 모로단청, 모로긋기단청, 긋기단    

청, 가칠단청 여덟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Kwak & Kim,     

2002).

즉, 단청은 오행을 바탕으로 우주만물의 기운이 서     

로 어우러져 좋은 기운을 자아내라는 의미로 건물과     

의기 등에 그린 것을 의미한다.

2) 단청에 사용된 기본 문양

단청에 나타나는 문양은 시대, 지역, 장인의 솜씨에     

따라 다양하지만, 삼국시대부터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     

오는 큰 줄기는 찾을 수 있다. 특히 삼국시대 고분에     

나타나는 구름문이나 당초문, 연화문 등은 후대에도     

즐겨 쓰고 있다. 단청의 기본 문양에는 삼각형, 사각형,     

원형이 주축을 이루는 기하문, 구름당초, 인동당초 등     

의 당초문, 해, 달, 구름 등의 자연문, 각종 수목과 꽃을     

그린 식물문, 용, 봉황 등의 동물문, 불상, 보살 등의 종     

교문, 수복, 칠보 등 인간의 길복을 기원, 상징하는 길     

상문 등 다양하며, 이를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단청에 나타난 문양의 구성과 장식성을 감안하면     

단독문양, 머리초, 비단문양, 별화 등으로 크게 나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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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Han et al., 2004). 단독문양에는 연화, 주화,       

파련화, 쇠코화, 모란, 국화, 녹화, 당초무늬, 둘레방      

석, 구리대초, 궁창초, 칠보가 있다. 머리초에는 앞목      

초, 뒷목초, 병머리초, 장구머리초, 연화머리초, 주화     

머리초, 녹화머리초, 머리초 각부 명칭, 휘, 주의초, 부       

리초, 뺄목초, 모로단청, 금단청 머리초가 있다. 비단      

문양은 기본 기하무늬를 응용하여 도안한 것으로 각      

종 색을 칠하는 아름다운 연속문양을 의미한다. 별화      

는 단청의 문양이라기보다는 회화적인 수법으로 그     

린 그림 또는 장식화를 의미한다(Han et al., 2004).

단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연화는 연꽃, 연잎,      

꽃봉오리, 연밥으로 구분하여 그리고, 활짝 핀 연꽃을      

평면, 입면, 입체투시법으로 표현한다. 꽃이나 잎이     

위로 피어 오른 것을 앙련(仰蓮), 밑으로 처진 것을       

수련(垂蓮), 나선형으로 오므라든 상태를 파련(波蓮),    

꽃잎 끝이 안쪽으로 오그라든 것을 웅련(雄蓮)이라     

부른다. 꽃잎 수는 3~10엽 이내로 그리며 평면형 연       

꽃일 경우 6엽, 8엽을 많이 쓴다. 평면형 연꽃은 중심        

에 꽃심을 넣고 꽃잎과 꽃잎 사이 골짜기에 꽃잎의       

끝만 그려 넣는데, 이 사이의 꽃잎을 ‘배주기(사이꽃)’     

하며, 활짝 핀 평면형 연꽃 속에 3엽 또는 6엽의 웅련     

을 넣기도 한다(Huh, 1995). 

Im(1995)은 조선시대 복식의 문양으로 사용되었던    

대표적인 전통문양의 종류를 자연문양, 식물문양, 동     

물문양, 기하학 문양 등으로 나누고, 이를 세부적으로     

정리하였다. 식물문양에 속하는 꽃문양은 자연에서    

접할 수 있는 가장 친밀한 것으로서 일상생활을 부드     

럽게 해주며 풍요로운 감정을 부여하는 특징이 있다.     

이 중 가장 많이 사용된 연화문, 즉, 연꽃은 부용(芙蓉),     

부거(芙渠), 하화(荷花)라고도 하며 연꽃 씨앗의 강한     

생명력 때문에 예로부터 생명의 창조, 번영의 상징으     

로 애호되었다. 특히, 불교에서는 연꽃의 아름다운 자     

태와 은은한 향기, 고아한 품격, 그리고 더러운 진흙     

속에서도 청정하게 꽃을 피우는 처염상정(處染常淨)    

으로 인해 불교의 교리와 연결시켜 초탈, 보리, 정화 등     

관념의 상징으로 간주하였다(Hong & Kim, 2010).

Kim(2010)은 이러한 단청의 연화문을 한국적인 독     

특함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취향과 감각     

Table 2. Basic patterns for Dancheong

Contents & Type  

Pattern
Contents Type

Geometrical pattern
Means abstract patterns of straight-lines or     

curved-lines

Circles, triangles, squares, pentagons, hexagons, octagons,     

Greek fret, Taegeuk, spirals, lattices, 卍-shaped pattern,     

亞-shaped pattern, Tri-origin (Tri-ratna), Gopaengi, and     
straight-lines

Dangcho pattern

Dangcho meaning patterns of vine, also     

called Cheoyeop pattern, which has partial     

floral patterns, simultaneously with the same     

vine shape or same leaves

Cloud, Indong, grape, bush clover, chrysanthemum, and     

Bosang flower dangcho patterns

Nature pattern

Means phenomenon generated from astrono-    

mical and geographical factors, which are     

expressed with faith

Sun, moon, stars, clouds, flames, waves, strangely shaped     

rocks, mountains and waters, and ten symbols of longevity

Botanical pattern

Means most of dancheong patterns, as the      

top among objects of beauty in the natural       

world

Pine trees, bamboos, orchids, pomegranate, persim-mon     

fruit, Reishi mushroom, herbs of eternal youth, and other     

trees, in addition to lotus flower, chrysanthemum, peony,     

ume flower, mandala (Bosang flower), etc.

Animal pattern

Expresses domestic animals, animals caught    

by fishing and hunting as well as animals sym-        

bolizing peace or bravery

Dragon, phoenix, turtle, giraffe, Vermilion bird, lion,     

elephant, tiger, bat, butterfly, carp, insect, fish and other     

animals

Religious pattern
Expresses the solemnity of Buddhist temples,     

and Taoist temples

Buddhist images, Buddhist saints, hermits, heavenly     

maids, 12 Earthly Branches, stellar images, Buddhist sticks,     

and monster-faces, Gareungbinga

Auspicious pattern/

Living pattern

Means patterns symbolizing good and fortune     

of people

Long life and happiness, peace, pleasure, fortune, Seven     

Treasures, fishing and hunting, fishery, farming, battle,     

dance, banquet, musical performance, stationery, musical     

instruments, and brush and 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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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맞는 디자인 모티브로서 손색이 없다고 하였다. 즉,       

여러 가지 단청문양은 조형적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우리민족 정신의 감정의 표현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이 중에서 예로부터 생명의 창조, 번영의 상징이자 조       

형적인 아름다움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연화는 현대에      

도 디자인 개발의 소재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2. 단청의 연화문을 활용한 파티웨어 디자인 개발

1) 컨셉 및 디자인 제작 의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양의 파티에서 착용하     

는 칵테일 드레스나 이브닝 드레스가 아닌 일상복 느       

낌의 원피스나 재킷, 탑, 스커트 등에 액세서리를 착       

용하거나 디자인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문양이나 트리       

밍을 사용함으로써 파티웨어와 일상복으로 동시에 착     

용할 수 있는 파티웨어 디자인 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디자인 컨셉은 ‘The First Dance’로 20대 중 . 후반 소         

비자를 타깃으로 젊고 발랄한 느낌을 강조하였다. 색     

상은 설문조사 결과에서 높은 빈도로 나타난 블랙, 골     

드, 레드, 화이트와 함께 단청에서 많이 사용되는 블     

루를 포인트 색상으로 구성하였다. 소재는 새틴과 쉬     

폰 등 부드러운 느낌을 주된 소재로 구성하였다. 디자     

인 개발 모티브인 단청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     

듯 다양한 문양과 화려한 색채감이 조화로운 한국의     

예술적 전통을 보여주기 때문에 한국적 이미지를 나     

타내는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중 연화는 가장 많     

이 애용되는 단청문양 중 하나이자 설문결과 파티웨     

어 디자인에 적절한 것으로 나타나 연화문을 5가지     

모티브로 현대화시켜 파티웨어 디자인에 적용하였다.    

개발된 아이템은 설문조사에서 가장 선호하는 것으     

로 나타난 원피스와 액세서리 코디네이션 방식 2점,     

탑과 스커트 코디네이션 방식 2점, 재킷과 원피스 코     

디네이션 방식 1점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Table 3>과 같다.

Table 3. A Development of a party-wear design with Dancheong's lotus

 Design 

Contents
Design Design Design Design Design 

Picture

Reference
Lotus 1

(Im & Jeon, 2007, p. 130)

Lotus 2

(Im & Jeon, 2007, p. 45)

Lotus 3

(Im & Jeon, 2007, p. 45)

Lotus 4

(Im & Jeon, 2007, p. 45)

Lotus 5

(Im & Jeon, 2007, p. 178)

Motive

Coordi nation One-Piece+ACC One-Piece+ACC Top+Skirt Top+Skirt Jacket+One-Piece

Fl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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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자인 설명

디자인 I은 여러 겹의 연잎을 형상화한 것으로 설문       

조사 결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쥬얼리와 원       

피스 코디네이션 방식으로 디자인하였다. 특히, 액세     

서리 디자인에 금속과 크리스탈, 쉬폰 등을 함께 사용       

하여 평범해 보일 수 있는 원피스 디자인에 화려함을       

주었다. 디자인 II는 연잎을 모던화한 후 섬세하고 고       

급스러운 느낌의 자수를 개발하였다. 이를 착용 방식      

에 따라 여러 가지로 연출이 가능한 스카프에 적용함       

으로써 개발된 원피스 외에도 다양한 아이템에 코디      

네이션 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디자인 III은 여러       

겹의 연잎과 연밥을 단순화시킨 후 자수와 진주, 비즈       

등을 활용해 상의 네크라인의 디테일로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단청의 화려한 컬러감을 살려 디자인함으로     

써 에스닉한 느낌과 모던함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였다. 디자인 IV는 단청의 화려한 컬러감과 겹겹이      

겹쳐져 있는 연꽃을 자수 기법을 활용해 표현한 것으       

로 탑부분의 어깨 장식과 스커트 장식에 함께 사용하       

여 통일감을 추구하였으며, 상의에 진주 장식을 더함      

으로써 여성스러운 느낌을 강조하였다. 디자인 V는     

여러 겹의 연잎과 연밥을 모던하게 형상화시킨 것으      

로 쉬폰을 여러 겹으로 겹쳐 섬세하고 여성스러운 느       

낌을 강조하고 진주와 비즈 등을 사용하여 화려함을      

더하였다. 개발된 모티브를 원피스와 재킷에 사용하여     

디자인 포인트로 활용하였다. 특히, 짧은 기장의 볼레      

로 전체에 개발된 모티브를 사용함으로써 화려하면서     

도 우아함을 연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원피스 외에       

도 다양한 아이템과 코디네이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V. 결  론

글로컬리즘의 부상과 함께 자국의 독특한 문화요     

소가 더해져 단순한 옷이나 상품이 아닌 소비자와 소       

통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패션의 특성을 고려한 디       

자인 개발의 중요성 논의되고 있다. 한편, 문화소비가      

핵심키워드로 떠오르면서 젊은 세대들의 문화트렌드    

로 부각된 파티문화산업에 맞는 한국적 이미지를 활      

용한 파티웨어 디자인 개발을 위해 소비자 설문조사      

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청의 연화문을 활용한      

파티웨어 디자인을 제안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     

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국내 파티문화의 발전 가능성에 대하여 ‘보      

통 이상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93.4%로 대부분 긍      

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파티웨어 코디네이션 및 디     

자인으로는 원피스와 액세서리 코디네이션(49.3%)>   

탑과 스커트 코디네이션(11.4%)>재킷과 원피스 코디    

네이션(10.1%)>탑과 슬랙스 코디네이션(6.4%) 순으   

로 나타나 국내 소비자는 파티웨어로 이브닝 드레스보     

다는 평상복으로 활용이 가능한 디자인과 아이템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한국적 이미지를 대표한다고 생각되는 전통     

문양에 대해서는 단청(16.5%)>소나무(14.2%)>매화  

(13.1%)>학(7.3%)=호랑이(7.3%)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   

통문양 중 파티웨어와 어울리는 문양은 매화문(19.2%)     

>나비문(15.1%)>연화문(11.4%)>단청(8.8%)>모란문

(6.4%)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적 이미지를 대표하는 단청은 오행을 바     

탕으로 좋은 기운을 자아내라는 의미로 건물과 의기     

등에 그리는 것을 의미하며, 단청에 사용된 여러 가     

지 문양 중 연화문은 연꽃 씨앗의 강한 생명력과 아     

름다운 자태와 은은한 향기, 고아한 품격, 그리고 더     

러운 진흙 속에서도 청정하게 꽃을 피우는 처염상정     

으로 인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복식의 문양으로     

도 즐겨 사용되었다.

넷째, 설문조사 결과, 한국적인 이미지로 대표되면     

서도 패턴으로 모던화시킬 수 있는 단청의 연화문을     

모티브로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파티웨어 디자인은 원     

피스와 액서리리 코디네이션 방식 2점, 탑과 스커트     

코디네이션 방식 2점, 재킷과 원피스 코디네이션 방     

식 1점으로 구성하였다. 

개인과 집단, 국가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문화를 형성     

하는 패션산업에서 본 연구가 한국 패션의 정체성을 확     

립하고 세계의 보편적 문화트렌드와 융합된 디자인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사용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며,    

발전하고 있는 국내 파티문화에 적합한 다양한 파티웨     

어 디자인 개발 연구가 지속되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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