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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패션소재의 조형적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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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ative Application Using Korean Traditional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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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t was proved the practical use of the unique traditional Korean paper through the previous research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the adequate application which is making various applied patterns in the fashion
products so as to contribute to textile, fashion, and Korean paper industry. Six kinds of vests with the same fashion mate-
rial using the Korean traditional paper were manufacture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images of materials in case of wear-
ing them on the actual human bodies. As the results of image assessment for the materials and the factor analysis,
‘classical’, ‘natural’, ‘Korean traditional’, ‘rural’ and ‘luxury’ images were presented as the representative image of the
Korean traditional paper material. Making repeated patterns of stripes and zigzag by sewing-machine stitches showed the
natural effect on Korean traditional paper. Well-matched harmony was shown between holes made by the needle in sewing
and slits torn by the tension to the needle and the thread. Especially, transparency by irregular holes formed by artificial
frictional washing could shown special formative arts harmoniously with semi-transparency of Korea traditional paper and
touch of sewing yarn. After the unripe persimmon dyeing, holes made by the needle became more hard and tight. The
changes were no longer shown by the artificial frictional washing and then fixed. As the result of applying the Korean tra-
ditional paper fashion materials with various patterns for the basic formed garments, it was shown that the common and
simple garments were changed the garments with special formation which could be found on the art garments due to the
creative touch and formative arts using the Korea traditional paper fashion material. A variety of formative application by
means of the developed samples was suggested to enlarge the practicality. As the result of this study, it was discovered
that the possibility and application of fashion goods through the developed samples made of Korean traditional paper. 

Key words : fashion materials using Korean traditional paper, sensibility test, formative application, distinctive feature
of modeling

1. 서 론

조형은 물질, 재료의 실질적인 요소와 형태, 표면처리, 장식

등 외관의 특질을 좌우하는 형식적인 요소, 그리고 실제제품이

추구하는 목적, 기능이 하나의 형태 속에 밀집되어 나타나는 내

용적 요소로 구성된다. 의복은 소재라는 실질적인 요소와 양식

혹은 스타일의 형식적인 요소를 통하여 의미와 가치를 실현하

는 조형예술의 한 분야로서 의복조형의 궁극적인 목적은 유용

성, 기능성의 실제적인 효용가치뿐 아니라 지각상의 즐거움을

나타내는 심미성, 그리고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되는

기호와 개념으로서의 의미성을 창출하는데 있다(이경희·김유

진, 2001). 

조형미술은 의상디자인에 영감 혹은 영향을 줌으로써 상업

적 의상으로 재생산된다. 1960년대의 많은 팝 아티스트 작품들

은 T셔츠 등에 그대로 프린트 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가장 쉽

게 볼 수 있는 현상이라 하겠다(이인성, 1997). 1990년대에 들

어오면서 미술과 패션의 결합이라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

다. 설치나 조각작업에 옷감이나 옷을 사용하는 미술가들이 눈

에 띄게 늘어났으며, 패션디자이너들은 미술작품에서 직접 아

이디어를 차용해 오기도 하고, 저명한 미술가들과 공동으로 전

시를 하기도 했다. 또한 미술과 패션을 결합해 보여주는 여러

전시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김주환, 1998). 이러한 현상은 예

술성을 중시하는 현대 패션산업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감성시대 소비자 감성은 개인화의 경향이 점차 강해짐에 따

라 제품에 대한 개개인의 감성만족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구형, 1997). 그에따라 예술적 실험정신을

바탕으로 한 작가의 개성이 담긴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상품으

로서의 예술의상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실용적인 예술의

상 개발과 또한 예술적인 느낌이 가미된 실용의상 개발은 감성

제품을 필요로 하는 현대 섬유패션산업의 발전에 직접적인 기

여를 할 것으로 본다. 의류소재의 기획에 있어서도 재질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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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이 창조적인 면을 중시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재질경

향은 새로운 유행과 소비를 선도하게 되었다(오해순·이경희,

2002). 따라서 소재의 독창성은 감성적인 패션제품 창조의 무

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김영은·조지현, 2001; 김영은 외,

2003)를 통하여 실용성이 입증된 한지패션소재의 폭넓은 활용

을 위하여 보다 구체적인 감성평가와 조형적 활용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그 방법으로 이미지 및 관능평가를 행하고, 개발

한지패션소재를 응용한 12종의 패턴과 2종의 실용의상, 2종의

예술의상을 제작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지패션소재

를 예술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지니는 우리 고유의 독창적인 고

부가가치 패션소재로 개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재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험재료는 1, 2보를 통해 실용성이 입

증된 한지패션소재 중 YYG소재와 YYG소재에 3회 풋감 즙

염색한 소재(이하 YYG.3 소재라 칭함)로 기본적인 형태의 조

끼(vest) 6종을 제작하여 설문 평가하였다. 6종의 조끼는 모두

동일한 형태로 제작하였으며 소재 사용에만 변화를 주었다.

YYG소재와 YYG.3 소재의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하였으며,

조끼 6종은 Fig. 1,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임의로 샘플 A, B,

C, D, E, F로 칭하여 비교, 고찰하였다. 

샘플 A는 YYG.3 소재, 샘플 B는 YYG소재를 사용하여 제

작하였다. 샘플 C는 YYG.3 소재와 갈색 면 소재를 각각 50%

혼합하여 제작하였으며, 샘플 D는 YYG 소재와 백색 면 소재

를 각각 50% 혼합하여 제작하였다. 샘플 E는 YYG.3 소재와

갈색 반투명 실크 소재를 각각 50% 혼합하여 제작하였으며,

샘플 F는 YYG 소재와 백색 반투명실크를 각각 50% 혼합하

여 제작하였다.

2.2. 설문평가

이미지 평가 : 패션 관련 전공인 166명을 패널로 선정하여

A, B, C, D, E, F 총 6종의 조끼 샘플을 인대에 입혀서 나열

한 후, 동시에 관찰하여 각 샘플에 대한 이미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소재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80개의 단일 형용사를 선택하여 7점 척도법을 사용해 답하도록

하였다. 각 형용사에 대해 ‘아주 그렇다’는 1에 가깝도록 ‘아

주 그렇지 않다’는 7에 가깝도록 응답하게 하였다. 

설문지를 구성하는 문항들 중, 61개의 문항(자연스러운, 강렬

한, 따뜻한, 소박한, 전원적인, 거친, 매끄러운, 순수한, 고급스

러운, 매력적인, 시원한, 고전적인, 실용적인, 질감이 있는, 관

능적인, 싸구려 같은, 차가운, 광택이 있는, 미묘한, 민속적인,

캐주얼한, 여성적인, 귀여운, 기하학적인, 밝은, 우아한, 깨끗한,

풍부한, 부드러운, 원시적인, 남성적인, 현대적인, 다양한, 은은

  

  

Table 1. KES-F system을 사용해 측정한 역학적 특성치 및 자외선 차단성

견본
 인장특성  압축특성  표면특성

EM LT WT RT LC WC RC MIU MMD SMD

YYG

YYG.3

7.00

10.85

0.68

0.73

11.97

19.60

34.20

32.36

0.27

0.28

0.06

0.07

50.00

44.73

0.23

0.29

0.05

0.05

10.70

15.24

견본
 굽힘특성  전단특성 두께 무게  자외선 차단성

B 2HB G 2HG 2HG5 mm mg/cm
2

UPF (SPF) T (UV-A) T (UV-B) UV-A UV-B

YYG

YYG.3

0.229

0.531

0.338

0.376

6.00

4.55

11.00

8.55

13.76

9.50

1.52

2.13

137.80

167.10

14

97

12.8

1.9

5.8

0.9

87.2

98.1

94.2

99.1

Fig. 1. 조끼샘플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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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화려한, 이국적인, 환상적인, 독특한, 산뜻한, 회화적인, 동

양적인, 새로운, 인공적인, 두꺼운, 섬세한, 입체적인, 세련된,

도시적인, 품위가 있는, 고상한, 로맨틱한, 전통적인, 개성적인,

수수한, 지적인, 분위기 있는, 성숙한, 깔끔한, 재미있는, 단정

한, 활동적인 등)은 선행연구(김유진·이경희, 1997; 김춘정·

나영주, 1999; 류현주·홍금희, 2001; 신혜원·이정순, 2002;

오해순·이경희, 2002; 이은숙·박재옥, 1997)에서 선택하여

사용하였으며, 예스러운, 한국적인, 견고한, 강한, 보수적인, 봄

느낌의, 여유 있는, 가을느낌의, 토속적인, 평면적인, 자유로운,

여름느낌의, 변화된, 고풍스러운, 겨울느낌의, 단아한, 온화한,

차분한, 오래된 듯한 등의 19개 문항은 본 연구자가 예비조사

를 통해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166부의 설문지 응답 중 불성실하거나 누락된 응답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총 151부를 본 연구의 자료로 통계분석에 이용

하였다. 이때 SPSS Win. 10.0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등

의 기술통계량을 구하였으며, 또한 문항들의 중요 요인을 추출

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행하였다.

관능평가 : 패션관련 전공인 50명을 임의 선정하여 A, B,

C, D, E, F 총 6종의 조끼샘플을 직접 착용하게 하였다. 이때

선 자세, 보통걸음 걷기, 큰 걸음 걷기, 앞으로 굽히기, 의자에

앉기, 바닥에 쪼그리고 앉기, 양손 위로 들어올리기, 어깨 돌리

기, 가볍게 앉았다 일어나기, 가볍게 뛰기 등의 10가지 동작을

하게 한 후 그 느낌을 응답하게 하였다. 7점 척도법을 사용한

설문지법을 사용하였으며, 동작에 따른 활동성 평가에 대한 각

문항에 대하여 ‘매우 불편하다’는 1에 가깝게, ‘매우 편하다’는

7에 가깝도록 응답하게 하였다. 또한 동작에 따른 촉감 평가에

대한 각 문항에 대해서는 ‘매우 뻣뻣하다’는 1에 가깝게, ‘매

우 부드럽다’는 7에 가깝도록 응답하게 하였다. 동작을 행한 이

후의 착용감 평가에 대해서도 ‘매우 나쁘다’는 1에 가깝게,

‘매우 좋다’는 7에 가깝도록 응답하게 하였다. 

50부의 설문지 중 불성실한 답변을 행한 자료는 제외시킨 후

총 39부를 통계분석에 이용하였다. 이때 관능평가 문항의 각

평균 및 표준편차의 기술 통계량을 구해 소재별로 비교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요인분석 결과에 나타난 이미지 평가

한지소재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발췌하기 위해서 요인분석

(Factor Analysis)을 하였다. 배리맥스 회전(Varimax Rotation)

을 이용하였고, 요인은 고유값이 1이상, 요인 부하량이 .45이상

인 것만을 포함하였다. 그 결과 5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Table 2). 이때 각 차원의 구성개념을 나타내는 요인 명은 하

위 개념으로 추출된 형용사 중 가장 대표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으로 이미지를 선정해 명명하였다. 

요인 1은 고전적인, 전통적인, 차분한, 단아한, 품위 있는, 예

스러운 등의 6개의 형용사로 구성되어 ‘고전적인 이미지’로 명

Table 2. 이미지 평가의 요인분석 결과

요인 문항
요인 

부하량
고유치

변량의 

백분율

요인 1 

고전적인 이미지

고전적인

전통적인

차분한

단아한

품위 있는

예스러운

.876

.853

.829

.791

.771

.753

5.36 24.199

요인 2 

여유 있는 이미지

자연스러운

여유 있는

우아한

성숙한

새로운

.737

.722

.709

.697

.684

3.52
15.961

(40.160)

요인 3 

한국적인 이미지

한국적인

온화한

소박한

밝은

깨끗한

.706

.667

.662

.657

.654

2.23
9.836

(49.996)

요인 4

전원적인 이미지

전원적인

동양적인

고풍스러운

분위기 있는

.674

.561

.557

.486

1.37
5.785

(55.791)

요인 5

고급스러운 이미지

고급스러운

은은한

질감이 있는

고상한

.593

.505

.482

.464

1.08
4.538

(60.330)

*( )은 설명된 전체 변량Fig. 2. 조끼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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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였다. 고유값은 5.36이며 전체분산의 24.20%을 차지하였다.

요인2는 자연스러운, 여유 있는, 우아한, 성숙한, 새로운 등의

5개의 형용사로 구성되어 ‘여유 있는 이미지’로 명명하였다. 고

유값은 3.52이며 전체분산의 15.96%를 차지하였다. 요인3은 한

국적인, 온화한, 소박한, 밝은, 깨끗한 등의 5개의 형용사로 구

성되어 ‘한국적인 이미지’로 명명하였다. 고유값은 2.23이며 전

체분산의 9.84%를 차지하였다. 요인4는 전원적인, 동양적인, 고

풍스러운, 분위기 있는 등의 4개의 형용사로 구성되어 ‘전원적

인 이미지’로 명명하였다. 고유값은 1.37이며 전체분산의 5.79

%을 차지하였다. 요인5는 고급스러운, 은은한, 질감이 있는, 고

상한 등의 4개의 형용사로 구성되어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명

명하였다. 고유값은 1.08이며 전체분산의 4.54%를 차지하였다.

이상과 같이 요인분석 결과 추출한 5개 요인에 대해 전체

분산의 설명력이 60.33%로 나타났으므로 추출된 요인들은 개

발한 한지패션소재에 대한 이미지 평가를 대체적으로 잘 설명

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2. 관능평가 

활동성 : 각 소재별 활동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10동작을 행

한 결과, YYG소재와 면을 혼합한 조끼샘플 D를 6종 가운데

가장 편안하다고 평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샘플 F를 편안하

다고 응답하였다. 샘플 A에 대해서는 약간 편하다고 인지하였

으나 6종을 상대적으로 비교할 경우에는 활동성의 평균이 가

장 낮게 나타났다. 즉 샘플 D는 6.085의 높은 평균이 나온 반

면에 샘플 A는 5.303의 평균이 나타났다.

한지패션소재를 이용하여 제작한 6종의 조끼 샘플 전체의 활

동성의 평균값이 5.747을 나타내므로 이는 인체 착의 시 활동

성에 있어 편안하게 지각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촉감 : 10동작 시에 각각 소재에 대한 촉감을 평가한 결과

를 살펴보면, 활동성에서 나타난 결과의 순서와 마찬가지로 조

끼 샘플 D, F, B, E, C, A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샘플 D를

가장 부드럽게 평가한 반면 샘플 A는 보통과 약간 부드러운

사이의 느낌으로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한지소재를 이용하여

제작한 6종의 조끼 샘플 전체에 대한 동작 시 촉감 평균값은

5.372로 활동성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착용감 : 10가지의 동작을 행한 후 착용감을 평가한 결과에

서는 조끼샘플 D, B, F, E, C, A 순으로 응답하여 활동성과

촉감에서와 마찬가지 경향으로 샘플 D를 가장 우수한 착용감

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샘플 A에 대해서는 '보통이다'와

‘약간 좋다’로 응답하여 전체 6종을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착용감을 가진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착용감에

관한 조끼 샘플 6종 전체 평균값이 5.596으로 높게 나타났으므

로 조끼로 제작한 한지패션소재의 착용감은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활동성, 촉감 및 착용감에 관한 전체의 관능검사의 평균값을

비교하면, 6종의 조끼 평가결과 샘플 D가 동작 시 관능검사가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샘플 A가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Table

3). 그러나 가장 낮게 평가된 조끼 샘플 A에 대해서도 그 평균

값이 4.5이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의류제품 제작 시 동작에 따

른 활동성, 촉감, 착용감에 대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

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개발한 한지패션소재

로 제품 제작을 행할 경우 기존의 다양한 섬유소재와 한지패션

소재를 적절하게 조화시켜 디자인하면 보다 더 다양한 이미지

를 나타낼 수 있고 또한 인체의 활동에도 무리가 없는 우수한

착용감을 지니는 제품으로서의 개발이 가능해지므로 개발한 한

지소재의 효용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4. 한지패션소재의 조형적 활용
 

4.1. 응용패턴 제작

1, 2보에서 개발한 한지패션소재(이하 한지소재라 함)를 응용

하여 다양한 패턴을 제작하였다. 패턴 제작의 기법은 주로, 재

봉사 박기의 방법에 변화를 주었으며 또한 재봉사 박기를 한

한지소재를 물에 적신 후 마찰 수세하여 인위적으로 구멍(hole)

을 뚫어 질감의 변화를 주었다. 또한 한지소재나 기존의 다양

한 소재를 바탕소재로 한 후, 형태를 부여하여 자른 한지나 한

지소재, 기존의 소재 등을 재봉사 박기 기법으로 부착시키는 방

법을 행하여 여러 가지 무늬를 표현하였으며, 풋감 즙 염색 횟

수에 변화를 주어 명도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12

종의 패턴을 제작하여 제시하였다.

기법 1(Fig. 3, 4, 5, 6) : Fig. 3, 4 패턴은 백닥외발순지에

일반재봉사로 가로·세로 약 3~5 mm 간격으로 교차시켜 직선

박기를 한 후, 가로·세로 방향으로 교차시키며 0.5~1 cm 간

격으로 지그재그 박기를 하였다. 그 후 마찰수세를 행하여 한

지에 인위적인 구멍을 불규칙적으로 뚫어 질감의 변화를 주었

Table 3. 활동성, 촉감, 착용감에 대한 전체 소재별 비교

소재별
 활동성  촉감  착용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A(YYG.3소재) 5.303 1.458 4.547 1.519 5.004 1.485

 B(YYG소재) 5.838 1.380 5.654 1.238 5.821 1.254

 C(YYG.3소재+면) 5.438 1.463 4.994 1.520 5.284 1.438

 D(YYG소재+면) 6.085 1.197 5.861 1.240 6.030 1.185

 E(YYG.3소재+실크) 5.825 1.369 5.500 1.366 5.628 1.377

 F(YYG소재+실크) 5.994 1.204 5.677 1.362 5.808 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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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풋감 즙 염색을 하였다. 그 결과, 박음질과정에서 자연스

럽게 찢어진 틈과(Fig. 4) 마찰수세에 의해 불규칙적으로 뚫린

구멍이(Fig. 3) 시각적으로 독특한 조형성을 나타내었다. Fig. 5

는 백닥순지에 일반재봉사로 가로·세로 교차시키며 직선 박

기를 약 5 mm 간격으로 한 후, 지그재그 박기를 가로·세로

방향 교차시키며 1.5~2 cm 간격으로 두 줄씩 하였다. 그 위에

직선 박기를 사선 방향으로 교차시키며 약 2.5~3 cm 간격으로

하였다. 그 후 마찰수세과정으로 한지에 구멍을 뚫었으며, 3회

풋감 즙 염색을 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격자무늬가 나타

났다. Fig. 6은 백닥외발순지에 일반재봉사로 가로·세로 교차

시키며 직선 박기를 약 5 mm 간격으로 반복한 후, 지그재그

박기를 낙서하듯이 자유롭게 행하였다. 그 후 마찰수세와 3회

풋감 즙 처리를 하였다. 자유롭게 교차되는 선(線)에서 나타나

는 이미지에 의해 회화적인 느낌이 표현되었다.

이상의 과정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인위적인 마찰수세로

구멍이나 틈 효과를 나타낸 한지소재에 풋감 즙 염색을 행한

결과, 감즙의 접착력에 의해 한지와 재봉사, 뚫어진 구멍 부분

이 풋감 즙에 의해 단단하게 고정되면서 강해져 이후의 세탁

및 마찰과정에서는 더 이상 변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풋감 즙 염색의 특성은 이 후에 제작·제시되는 모든 한지소

재에서 공통적인 현상으로 나타났다.

기법 2(Fig. 7, 8, 9, 10) : Fig. 7 패턴은 풋감 즙 염색하

지 않은 Fig. 3 소재를 투명실크소재에 재봉사로 부착시킨 후,

백닥순지를 나뭇잎 모양으로 잘라서 지그재그 박기를 이용하여

드문드문 그 위에 덧 붙여 3회 풋감 즙 염색을 하였다. 바탕소

재의 투명함과 한지의 반투명, 바느질 효과, 나뭇잎 형태가 어

울려 서정적인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Fig. 8은 풋감 즙 처리하

지 않은 Fig. 3 소재에 율피(栗皮)염색한 한지를 꽃 형태로 잘

라 지그재그 박기로 부착시킨 후 1회 풋감 즙 처리를 하였으

며, Fig. 9는 2회 풋감 즙 염색을 한 Fig. 4 소재에 백닥순지

를 꽃 형태로 잘라 지그재그 박기로 부착한 후 1회 풋감 즙

염색을 한 것이다. 염색횟수에 따른 갈색조의 명도차이 효과와

율피염색에 의한 조화가 우아하게 나타났다. 다른 천연염재로

염색한 후 풋감 즙 염색을 행하는 복합염색으로 다양한 색상표

 

Fig. 3. 패턴 1. Fig. 4. 패턴 2. Fig. 5. 패턴 3. Fig. 6. 패턴 4.

Fig. 7. 패턴 5. Fig. 8. 패턴 6 Fig. 9. 패턴 7. Fig. 10. 패턴 8.

Fig. 11. 패턴 9. Fig. 12. 패턴 10. Fig. 13. 패턴 11. Fig. 14. 패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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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Fig. 10은 3회 풋감 즙 염색 한

Fig. 4 한지소재 바탕에 길게 찢은 백닥순지를 세로줄 모양으

로 배치하여 지그재그 박기로 부착시킨 후, 1회 풋감 즙 염색

을 행하여 스트라이프 패턴을 표현하였다. 

이와같이 형태를 부여하여 자른 한지나 한지소재를 기존의

다양한 소재나 한지소재에 재봉사 박기기법으로 부착시키는 방

법을 통하여 여러가지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풋감 즙의 접착성에 의해 한지와 바탕소재가 서로 밀착되

어 소재가 더욱 단단하고 강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법 3(Fig. 11, 12, 13, 14) : Fig. 11 소재는 한지와 한지

사이에 푸른색의 면섬유를 세로로 2줄 넣은 후, 일반 재봉사로

가로·세로 직선 박기를 1~1.5 mm 간격으로 촘촘하게 하여 마

찰 수세한 후 1회 풋감 즙 처리한 것이다. Fig. 12는 한지를

자유롭게 접은 후 Fig. 11과 같은 방법으로 박기를 한 다음 마

찰 수세하여 1회 풋감 즙 처리하였다. Fig. 13은 한지에 양모

를 꽃 형태로 얇게 놓은 후, 그 위를 촘촘하게 직선 봉으로 박

은 다음 마찰 수세하여 1회 풋감 즙 처리 한 것이다. Fig. 14

는 한지를 수평으로 선이 나타나게 접은 후, 5 mm 간격의 사

선으로 재봉사 박기를 한 후 마찰 수세한 다음, 갈색 피닥이

들어 있는 한지를 세로 줄로 얹어 갈색 재봉사로 박아 고정시

킨 다음 1회 풋감 즙 처리를 하였다. 

이상의 패턴에서는 현대 비구상회화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예

술적 느낌이 표현되고 있으며, 소재와 기법을 달리하면 그 표

현의 범위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4.2. 응용의상 제작

독창적인 조형성을 가진 다양한 패턴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

한 한지소재와 기존의 반투명실크 소재를 혼합 사용하여 실용

의상과 예술의상을 제작하였다. 

실용의상은 소재 자체에서 표현되는 조형성을 알아보기 위

하여 형태변화를 최소화시킨 가장 평범하고 일반적인 형태의

상의 2점을 제작하였다. 또한 실용성의 확대를 위하여 기존의

소재를 적절하게 혼합하였다.

예술의상은 감성적인 패션제품 창조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

고자 입을 수 있는 실용적인 예술의상으로 제한하여 제작하였

다. 현대 물질문명의 자연파괴에 대응하는 자연성 회복, 생명의

자연적 순환, 자연으로의 회귀, 자연의 소중함 등 생명의 근원

으로서의 자연에 대한 존중을 내포하고 있는 ‘자연 이미지’를

주제로 하였다. 주제를 강조하기 위하여 꼴라쥬 기법을 부가시

켰으며, 상의 1점과 원피스 1점을 제작하여 한지소재의 독특한

재질감에 의한 조형미를 표현하였다.

실용의상 : 3회 풋감 즙 염색한 Fig. 4 한지소재와 율피를

사용하여 동일한 느낌의 색상으로 염색한 반투명실크소재를 적

절하게 배치하여 박스형의 상의를 제작하였다(Fig. 15, 18). 또

한 1회 풋감 즙 처리를 한 Fig. 3 한지소재를 앞면에 배치하

고, 뒷면에는 백색 반투명실크를 바탕소재로 하여 중앙 부분에

8.5 cm 넓이의 Fig. 3 한지소재를 세로로 배치하여 가장 기본

Fig. 15. 실용의상 도식화 1.

Fig. 16 실용의상 2 도식화.

Fig. 17. 예술의상 1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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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형태의 조끼를 제작하였다(Fig. 16, 19). 

그 결과, 개발한 한지소재의 독특한 질감과 실크소재의 상반

되는 질감과의 조화에 의해 평범하고 단순한 형태의 의상에서

독창적인 조형성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한지소

재와 기존의 다양한 소재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의상을 제작할

경우, 더욱 변화 있는 표현효과와 조형적 완성도를 높일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술의상 : Fig. 17, 20 의상은 1회 풋감 즙 처리를 한

Fig. 3 한지소재를 사용하여 박스형의 상의를 제작한 것이다.

자유롭고 편안한 느낌 표현을 위해 넓은 소매와 박스형의 바디

라인, 하이 네크라인에 트임을 주어 제작하였다. 생명의 자연적

순환, 자연으로의 회귀를 표현한 작품으로서, 주제를 강조하기

Fig. 19. 실용의상 2.

Fig. 20. 예술의상 1.

Fig. 21. 예술의상 2 도식화. 

Fig. 18. 실용의상 1.

Fig. 22. 예술의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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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의상 앞면에 16 × 16 cm크기의 사각형 한지소재와 율피

염색 한 한지소재를 풋감 즙 처리하여 9.5 × 56 cm로 길게 잘

라 중앙에 배치하여 덧 붙였으며, 그 위에 백닥순지 지사(紙絲)

를 사용하여 코바늘뜨기를 한 7.5 × 18 cm 크기의 부정형 모티

브를 3회 풋감 즙 처리하여 적절하게 배치하였다.

Fig. 21, 22는 1회 풋감 즙 처리를 한 Fig. 3 한지소재를

사용하여 원피스를 제작한 것이다. 박스형 라인에 언밸런스 실

루엣을 강조하여 여성스러운 이미지와 자유스러움을 나타내었

다. 생명의 순환에 의한 자연의 소중함을 표현한 작품으로서,

질감표현의 강조를 위하여 의상 앞면에 한지소재를 이용하여

주름을 잡아 겹쳐 이은 22 × 23.5 cm크기의 모티브를 중앙에

배치하였다. 그 위에 백닥순지 지사를 사용하여 대바늘뜨기를

한 3 × 73.5 cm크기의 모티브를 둥글게 말아서 길게 늘어뜨린

후 염색한 가죽소재로 포인트를 주어 생명의 지속적인 생장과

강인함을 나타내었다. 또한 Fig. 3 한지소재를 율피염색 한 후

풋감 즙 처리하여 15 × 98 cm, 6.5 × 65 cm크기로 잘라 길게

비대칭으로 늘어뜨렸으며, 오른쪽 측면에도 사각형으로 덧붙여

늘어뜨림으로 여유로움과 구속되지 않는 편안함을 표현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한지소재가 지니고 있는 독특한 회화적

인 질감과 자연적인 이미지에 의해 주제가 부각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주름·대바늘뜨기 등의 모티브들을 꼴라쥬 기법

으로 부착시킨 부조효과와 풋감 즙과 율피 염색에 의한 갈색색

상의 명도변화 등에 의해 이미지표현이 극대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5. 결 론

감성적인 패션제품을 필요로 하는 현대 패션산업에서 소재

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개념을

벗어난 창의성 있는 새로운 소재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현시점에서 화학섬유를 대체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다양한 섬유의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 2보를 통해 실용성이 입증된 한지

패션소재의 효용성 증대를 위해 구체적인 감성평가와 조형적

활용을 제시하였다. 그 방법으로 이미지 및 관능평가를 행하고

다양한 응용패턴과 의류제품을 제작하여 실용적인 또는 예술적

인 패션소재로의 조형적 활용을 제안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개발한 한지패션소재로 동일한 형태의 조끼 6종을 제작하

여 소재별 이미지평가와 요인분석을 행한 결과, ‘고전적인’,

‘여유 있는’, ‘한국적인’, ‘전원적인’,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개

발 한지소재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나타났다. 또한 소재별 관능

검사 평가를 행한 결과, 동작에 따른 활동성, 촉감, 착용감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존의 다양한 섬유소

재와 적절하게 조화시켜 제품을 제작할 경우, 보다 다양한 이

미지 표현과 함께 활동성, 촉감, 착용감이 더욱 우수한 제품개

발이 가능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한지에 직선 또는 지그재그 박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

한 결과, 재봉사 박기 과정에서 생긴 바늘구멍과 바늘과 실의

장력에 의해 찢어진 틈 부분이 재봉사에 의해 생긴 선들과 조

화되면서 시각적으로 자연스러운 효과로 나타났다. 특히 인위

적인 마찰수세에 의해 형성된 불규칙적인 구멍에 의한 투명함

이 한지의 반투명함, 재봉사의 질감과 어우러져 독특한 조형성

을 나타내었다.

3. 인위적인 마찰수세를 행하여 구멍이나 틈 효과를 나타낸

한지소재에 풋감 즙 염색을 행한 결과, 뚫어진 구멍 부분이 풋

감 즙 염색의 접착성에 의해 단단하게 고정되면서 안정되어 이

후의 세탁 및 마찰과정에서는 더 이상 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다양한 박기 기법과 응용기법이 부가된 한지패션소재에서

여러가지 패턴과 이미지가 표현되었으며, 기법에 변화를 주면

그 표현의 범위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풋감 즙 염색의 횟수에 따른 명도변화와 다른 천연염재로 염색

한 후 풋감 즙 복합염색을 행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색상을 표

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양한 패턴으로 개발된 한지패션소재를 가장 기본적인 형

태의 실용의상에 적용시켜 제작한 결과, 평범하고 단순한 형태

의 의상이 한지소재의 독창적인 질감과 조형성으로 인하여 예

술의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독특한 조형성을 가진 의상으로 나

타남을 볼 수 있었다.

6. 감성적인 패션제품 창조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자연

이미지’를 주제로 하여 실용적인 예술의상을 제작하여 제시한

결과, 개발한 한지소재의 자연스럽고 친근한 느낌과 독특한 재

질감에 의해 주제표현이 극대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우리 고유의 한지를 이용한 패션소재의 실

용화 및 보급화의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우수한

문화유산인 전통한지를 한국고유의 패션소재로 자리 매김 하도

록 하기 위해서는 패션소재로서 필요한 내구성 보완에 관한 후

속 연구가 다각적인 측면에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감사의 글: 이 연구실적물은 2004학년도 영남이공대학 연구

조성비 지원에 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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