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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천연염색 실크직물의 배색 시스템을 활용하여 배색 감성에 기반한 패션의류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목 으로 천연염색 업계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국내외 시 용 천연염재를 상으로 

균일화된 기계화 염색 공정을 통해 의류용 실크직물에 다양한 천연염색 색채를 발 한 후 표 단색

군을 선별하여 동일톤과 유사톤의 원리를 이용한 3배색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 다. 나아가 이

면서 한국 인 텍스타일 모티 를 개발하여 3배색 데이터를 용한 배색 디자인을 제시하고, 이들 모

티 와 배색 디자인이 용된 패션 의류 아이템들을 제작하여 천연염색을 활용한 실크직물의 배색 감

성을 용한  하이- 리미엄 패션의류제품을 제안하 다. 

1. 서론

  산․학․연의 모든 분야에서 천연염색과 통 색

채에 한 심이 다시 일어나면서 지난 수십 년간 

국내 디자인과 패션 업계에서는 통한복  생활한

복의 디자인 연구와 제품 생산이 천연염색 패션산업

의 주된 흐름을 차지해왔다. 기업 규모 한 소수 

견 업체를 제외하고 몇몇 국소 지역에서 운 되는 

세업체들이 주를 이루어 왔으며 그 소비자 계층도 

매우 한정되어 왔다. 그러나 천연염색 산업은 천연

염색의 인체  환경 친화성과 고유의 색채에 기반

한 감성 지향성으로 인하여  세계 으로 고부가가

치성을 인정받고 있어서, 국내 패션업계 한 로

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선 하기 해서는 의 소

비자 감성에 부합하는 새로운 천연염색의 가치 제고

와 패션 디자인의 신  화를 통해  국내 

천연염색  패션산업의 불안 성을 돌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하여 천연염색 색채의 과학  해석과 

패션 디자인에 용 가능한 배색 데이터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나아가 이며 한국 인 디자

인 모티 에 용하는 패션의류 제품 개발의 로세

스가 이루어질 때, 통에 기반한 천연염색 패션은 

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패션제품

으로의 가능성이 타진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패션업계에서 즉시 용 가능한 시  천연

염료 제품을 활용하여 실크직물에 다양한 색채를 발

하고 이들 색채의 배색 시스템을 구축하여  

패션의류상품의 디자인에 용함으로써, 감성 배색

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천연염색 패션상품의 개발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패션의류용 실크직물의 천연 염색 

  국내외 천연염료 문 회사에서 제조 매되는 분

말 제품 에서 우리나라에서도 통 으로 천연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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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로 주로 활용해온 제품들을 심으로 기계 염색이 

가능한 11개 염료를 선정하 다. 이들 염료로 각각 

염료농도 1∼600%(o.w.f), 매염종류 Al, Cu, Fe, 매

염농도 1∼6%(o.w.f)로 조건을 조합하여 동일한 실

크직물(satin, 0.21mm, 81.00g/m2)을 염색하 다. 수

동으로 하는 통 천연염색 방식과 달리 외선 자

동 염색기(고려화학, Perfect 24)를 사용하여 염색 

온도는 60℃, 염색 시간은 60분으로 고정하 으며, 

생쪽은 통 인 기존의 염색법을 고려하여 30℃∼

50℃의 온 염색을 실시하 다. 단일과 복합염색에 

의하여 총 500종의 색채를 발 하 는데, 이  천

연염색 색채의 특성을 표할 수 있는 최종 200개 

단색을 선정하 다. 

염료 약자 제조사 염액 농도 
(%, o.w.f) 매염제 매염 농도

(%, o.w.f)
오배자 GW

인도 F&B사
1~300

Al,Cu,Fe 1%~6%석류 PM
꼭두서니 MD 1~500빈랑자 AS

잇꽃 AN
인도 Alps 사

1~400 Al,Cu,Fe 1%~6%랙 CN 1~500생쪽 RI None
치자황 GY 국내 MSC사 1~400 Al 1%~6%치자청 GB 1~600
황토 LS 국내 나주천연 

염색문화재단 5~600 None숯 CC

[표 1] 천연염료 선정  염색조건

2.2. 색채 분석  배색 시스템 구축

  색채의 측색은 측색기(CM2500D, Minolta, Japan)

를 이용하여 CIE Lab 수치를 구하고 Munsell 

Conversion(version 7.0.1)로 H V/C값을 구하 다. 

각 색채의 톤(tone)은 PCCS(Practical Color 

Coordinate System)에 의하여 분석하 다. 천연염색 

색채의 배색 시스템은 동일톤과 유사톤의 배색 원리

에 의한 3배색 데이터로 구축되었다. 우선 동일톤의 

2배색 100종을 추출한 후 이들 2배색의 데이터를 활

용하여 동일톤 3배색을 제작하 는데, 색상환 내에

서 다양한 각도의 삼각형을 이루는 트리아드(triad)

배색, 분열보색(split-complements)배색, 는 120°배

색의 방법 등을 활용하 다[1]. 한 유사톤 배색은 

PCCS tone 상의 치에서 서로 인 하는 계에 있

는 톤끼리의 배색으로 실시되었다[1]. 

2.3. 천연염색 배색을 활용한 텍스타일모티 와 

배색디자인 개발 

  천연염색 색채를 활용한  감각의 패션 의류 

디자인을 해서 텍스타일 모티 와 모티 별 배색 

디자인의 개발이 필요하다. 텍스타일 모티  개발은 

한국 통 무늬  패턴으로부터의 텍스타일 모티

와 범세계 인 패션 트랜드에 합한 모던한 이미지

의 텍스타일 모티  모두를 목 으로 개발되었으며, 

모티  별 배색 디자인은 천연염색 3배색 시스템  

유사톤 3배색 데이터베이스를 토 로 각 모티 에 

합한 배색 데이터를 용시켰다. 

3. 연구 결과

3.1. 천연 염색 실크직물의 색채 특성  

  천연염색 실크직물의 색상/톤 분포를 [그림 1]에 

제시하 다. 천연염색 실크직물의 주요 톤으로는 

d(dull) 톤과 ltg(light grayish) 톤, g(grayish) 톤, 

sf(soft)톤이 발 되어서 천연염색의 주요 톤은 명

도 채도 이하의 톤이라고 보고된 선행연구의 결과

[2]와 일치하 다. 천연염색 실크직물에서 발 되지 

않은 색상/톤은 GY, G, BG, B, PB, P계열의 b톤과 

v톤, s톤, dp(deep) 톤 등이며, 이들 색상/톤의 발  

연구가 제안되었다. 한편 천연염색 실크직물의 염료

별 톤 분포를 [그림 2]에 제시하 다. 천연염색 실크

직물의 주요 톤인 d톤과 ltg톤은 주로 석류와 꼭두

서니, 빈랑자, 연지충, 그리고 복합염에서 발 되었

다. 숯 이외에 무채색 톤을 발 하는 염색은 석류와 

빈랑자, 생쪽에 주로 철 매염 시 무채색 톤을 발

하 다. 

 

[그림 1] 천연염색 실크직물 색채의 색상/톤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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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천연염색 실크직물의 염료/톤 분포  

3.2. 천연염색 색채를 활용한 3배색 시스템   

  천연염색을 활용한 3배색 시스템에서 동일톤에 의

한 3배색을 최종 50종의 배색 을 추출하 다. 각 

톤별 3배색의 빈도 분포는 [그림 3]와 같다. sf(soft)

톤이 총 8개로 그 빈도가 가장 높으며, d톤과 g톤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앞에서 언 하 듯이 천연염

색직물 색채의 톤이 명도 이하 채도 이하의 sf, 

g, d 톤의 비 이 가장 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

다. [표 2]는 동일톤 3배색  가장 빈도가 높은 sf

톤 3배색의 를 제시한 것이다.  

0

1

2

3

4

5

6

7

8

9

p lt sf ltg d g dp dk ltGy Gy

tone

빈
도

[그림 3] 동일톤에 의한 천연염색 3배색의 톤별 빈도 

 

  

배색기호 color 배색기호 color 

sf-2-7 sf-4-10

sf-13-14 sf-16-12

sf-6-15 sf-5-17

[표 2] 동일톤에 의한 sf(soft)톤 3배색의  

한편 유사톤 원리에 의해 추출된 천연염색 색채의 

최종 유사톤 3배색 21종이 [표 3]에 제시되었다. 유

사 톤의 배색은 PCCS tone의 치에서 서로 인 하

는 계에 있는 톤끼리의 배색으로 천연염색을  

패션에 활용하는 데에 있어서 동일 톤의 배색만으로

는 한계가 있고 PCCS상에서 거리가 먼 조톤과의 

배색에 비해 톤이 가진 이미지가 유사성이 있기 때

문에 동일 톤의 배색처럼 이미지의 통일감을 쉽게 

표 할 수 있다. 유사톤끼리의 배색은 천연염색을 

 패션 디자인에 용하기 하여 2009 

spring/summer와 2009 fall/winter의 컬러 트랜드 

 디자인 컨셉을 참고하여 배색되었다. 

배색 
번호 color 톤 구성 배색 

번호 color 톤 구성
1 p-lt-p 12 p-mGy-p

2 sf-sf-p 13 p-mGy-p

3 p-p-p 14 p-lt-p

4 mGy-mGy-p 15 p-sf-lt

5 W-p-sf 16 dp-p-lt

6 lt-p-lt 17 lt-sf-p

7 sf-mGy-p 18 sf-lt-dp

8 lt-p-p 19 sf-p-lt

9 W-p-sf 20 p-sf-lt

10 p-p-p
21 lt-lt-dp

11 lt-p-sf

[표 3] 유사톤에 의한 천연염색 색채의 3배색

3.4 천연염색 감성 배색을 활용한 텍스타일 모티

와 배색디자인

  천연염색 색채를 기반으로  패션 의류 디자인

에 용 가능한 텍스타일 모티  6종을 개발하 다

([그림 4]). 모티 의 개발 과정을 설명하면, 를 들

어 모티 1～4는 라워 패턴의 모티 로 아이템 

체에 포인트를  수도 있고 아이템의 일부분에도 

포인트를 넣을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다. 모티 5는 

한국 고유의 새인 학을 자수 도안으로 개발하여 천

연염색을 활용한 배색으로 자수사를 사용하며 

인 장식인 D링에도 천연염색의 배색을 활용하

고, 천연염색 리본을 패치하여 통과 의 미를 

함께 살렸다. 모티  6은 패션 아이템의 소매부분이

나 그밖에 어깨 견장, H  Coat의 윙(wing)으로 사

용할 수 있다. 이상의 텍스타일 모티 에 동일톤과 

유사톤의 3배색을 각각 용시킨 배색 디자인을 제

작하 다. [그림 5]은 텍스타일 모티 에 동일톤 

는 유사톤의 3배색을 용시킨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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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ILE 
MOTIVE 1

TEXTILE 
MOTIVE 2

TEXTILE 
MOTIVE 3

TEXTILE 
MOTIVE 4

TEXTILE MOTIVE 5 TEXTILE MOTIVE 6

[그림 4] 천연염색 배색시스템의 용을 한 텍스타일 모티

  

활용 배색 COLOR COORDINATE 활용 배색

동일톤 ltg-7-3 동일톤 lt-6-8

동일톤 ltg-5-4 동일톤 lt-11-5

유사톤-19 유사톤 -21

[그림 5] 동일톤과 유사톤의 3배색을 용시킨 배색디자인의  

 

  텍스타일 모티 에 3배색을 용시킨 패션아이템

들을 개발하여 제안하 다. 이  시작품의 두가지 

는 [그림 6]과 같다. 패션아이템1은 어깨부분에 천

연염색의 3배색 모티 를 비 칭 구도로 치시킨 

원피스 드 스이다. 패션아이템2는 컬러 부분에 라

인을 따라 개가 되어 베이직한 이미지를 최소화한 

셔츠 아이템으로 컬러와 앞 몸  부분에 천연염색 

모티 를 자연스럽게 연결하 다. 이들 패션 아이템

에 사용된 모티 의 소재는 모두 실제의 천연염색 

실크직물이다. 

도식화 시작품 / 활용 배색

유사톤 -6
(a) 패션아이템 1. Long one-piece

도식화 시작품 및 활용 배색

유사톤 -16
(b) 패션아이템 2. Shirt

[그림 6] 패션아이템의 제안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하이- 리미엄 패션업계에서 즉

시 용 가능하도록, 국내외 시  천연염료를 

 염색 공정으로 의류용 실크직물에 다양한 색채를 

발 하고 이들 색채의 배색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미지의 패션의류상품 디자인에 용하여 감성 

배색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천연염색 패션상품의 개

발을 제안하고자 하 다. 천연염색 실크직물의 색채

는 주로 명도 채도 이하의 톤이 발 되어 이들 

톤들을 이용한 다양한 동일통과 유사톤의 3배색 시

스템이 구축되었다. 천연염색 배색을 용할 수 있

는 한국 이면서 인 텍스타일 모티 가 개발

되었으며, 패치워크와 자수 등을 활용하여 이들 모

티 를 용할 수 있는 패션의류 아이템들이 제안되

었다. 본 연구는 생활한복이나 몇몇 스타일에 국한

되어 있었던 천연염색의류를 이면서 로벌한 

감각으로 재해석하고 특히 천연염색의 부드럽고 라

이트한 톤의 배색이 강조될 수 있는 디자인을 개발

함으로써, 천연염색을 활용한 패션문화상품의 가능

성을 타진하 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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