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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Modern Japan has been known as the country manufacturing Shin-gosen that denotes Japanese synthetic fiber.
Japan has long traditon of weaving and dyeing of local traditional Textiles. Japanese traditional weaving and dyeing meth-
ods have been handed down through hundred years and various type of textiles have been fabricated in different regions.
Japanese modern worldly famous fashion designers are recognized by using the Japanese traditional textiles. Traditional
textiles of Japan are inherited in the present age and become the source of inspiration for modern Japanese fashion design-
ers. 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originality and modernity of 10 kinds of main Japanese traditional textiles by design
servey, 5kinds of weaving methods and 5kinds of dyeing methods. The 5kinds weaving methods include Kasuri, Shima,
Cizimi, Zohu, Chumugi and 5kinds dyeing methods include Izome, Katazome, Tuzukaki, Uzen, Shibori dy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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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의 세계적인 패션경향은 복합소재를 비롯한 실험적인 소

재개발을 다양하게 시도하면서, 복식에 아트감과 유희감을 더

하고 있다. 세계적인 패션대국을 지향하는 한국의 패션산업에

서도 소재개발의 선진화는 중요한 관건이다. 패션은 그 속성상

희소성을 중요시한다.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소재를 개

발해야 패션의 첨단성과 희소성을 만족 시킬 수가 있다. 그간

국내의 패션교육계에서는 소재교육보다는 라인과 구성 중심의

패션디자인 교육이 주류였다. 그러나 소재패션의 시대를 맞아

국내에서도 패션소재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재고되게 되

면서 패션소재디자인교육을 중요시하게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

라고 생각된다. 한국의 패션 디자이너들이 세계무대에서 컬렉

션을 발표할 때, 한국의 전통소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것은 한국인 디자이너의 창작의 고유성을 한국의 전통염직물에

담아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일본의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들도 그들 민족고유의

전통 염직물로 만든 옷으로 세계패션계에 진출하였다. 1970년

대에 파리에 진출한 다카다 겐조(高田賢三)는 일본의 전통문양

인 마잎이 염색된 일본 직물의 블라우스를 발표하였고, 이것이

엘르(ELLE)지의 표지를 장식함으로써 유럽인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다. 또한 동양인으로서 최초로 오트쿠튀르조합에 가입하였

던 모리 하나에(森英惠)도 치리멘(縮緬)을 소재로 한 드레스로

구미에 진출하였다(深井, 1994). 

이처럼 수 백년 전 부터의 민족복인 기모노에 활용되던 일

본의 전통염직물이 20세기 현대의 첨단 패션에 사용되어도 거

부감을 주지 않고 받아들여지고 유행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일

본내의 현대 서구화된 패션시장에서도 전통염직물이 각종 패션

의 아이템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일본의 전통염

직물이 이국취미라든가 단순한 복고조 취미를 넘어 세계인과

현대인에게 공감될 수 있는 고유성과 현대성을 갖고 있기 때문

인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패션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일본의 전

통염직물의 특징과 유형 등을 디자인 서베이(design servey)하

여 일본 전통 염직물의 고유성과 현대성을 조사하였다. 조사대

상은 일본의 주요 전통직물(weaving)의 유형 5가지(紬, 縮, 上

布, 縞)와 대표적인 전통염색(dyeing)기법의 유형 5가지(友

, 藍染, 型染, 絞り, 紅型)이다. 일본의 전통염직물은 지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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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특징이 뚜렷한데 이번 조사에서는 먼저 정부의 전통 공예품

산업의 진흥정책을 조사하고 그 위에 지역적인 전통염직물의

특징과 유형, 염색공정 등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들과

전통염직물을 활용한 시장조사 등을 통하여 일본 전통 염직디

자인의 고유성과 현대성을 고찰하였다. 

 

2. 일본의 전통 공예품 산업의 진흥정책

일본에서는 전통적 공예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전

산법)이 1974년 5월에 시행된 이래 경제통상대신에 의해 지정

된 전통적 공예품은 200품목이었다. 또 전통적 공예품의 제조

에 불가결로서 지정된 전통적 공예재료가 2품목, 그리고 전통

적 공예용구가 1품목, 합하여 현재 203품목에 이르고 있다. 그

내용은 Table 1과 같다. 이러한 품목은 이제까지 일본의 역사

중 많은 변천을 거치고, 생활에 융화되어 온「전통적 공예품」

으로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널리 애용되고 있다. 전산법은 역사

적·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생활용품을 공급하는 산업으로서,

산지를 형성하여 발전해 왔으므로 그에대한 정책적 지원은 주

로 그 문화성에 착목하고 기술·기법 등을 후세에 남겨 보호·

보존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동 산업이 산업활동으로서 유

지·발전해 가는 것에 주안을 두고 있다. 따라서 정책적 지원

의 범위로서는 제조사업자 및 산지조합 등이 자립적 발전을 목

표로 한 산업으로서 주체적 세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전제이

다. 이에 대해 국·지방 공공단체가 측면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산업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강한 의욕과 강한 열의를

갖고 임하는 활력있는 대상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지

원계획은 전통적 공예품 산업을 지원하려는 자가, 후계자의 확

보·육성, 소비자와의 교류, 그 외에 전통적 공예품 산업의 진

흥을 지원하는 사업계획이다. 지원계획사업의 추진에 의해 실

질적으로 산지진흥책의 효과를 얻는 것이 기대된다. 구체적으

로는 인재육성 지원사업이라는 전통공예기술 교육사업과 신상

품의 기획, 종사자의 연수, 판로개척 등과 같은 산지 프로듀서

사업의 두 가지가 실시된다. 

경제산업대신에 의해 지정을 받은「전통적 공예품」에는 Fig.

1과 같은「전통증지」가첨부된다. 소비자는 이 전통증지를 보

고 안심하고 공예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이다(傳統的工藝品産

業振興協會, 2003). 

Table 1을 보면 일본의 전통적 공예품 중 섬유와 염색 및

직물에 관련된 품목 수는 47품목에 이르고, 전체의 23.2%에

이르고 있다. 전 공예품의 거의 1/4에 해당할 정도로 섬유·염

직물에 관한 품목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일본에서의 전통적인

섬유·염직물산업이 현대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통에 뒷받침되어 현대의 일본은 신합섬을 지칭하는

신고센(shin-gosen)이라는 일본어로 알려질 정도로 세계적인 섬

유·직물의 대국에 이른 것이라고 생각된다.

3. 일본의 대표적인 전통직물의 특징과 유형
 

일본의 대표적인 전통직물의 유형과 특징을 조사하기 위하

여, Table 2와 같은 5가지 주요 전통직물을 조사대상으로 하였

다.

3.1. 가스리 직물의 특징과 유형

가스리( , ikat, Fig. 2)는 세계 곳곳에서 볼 수 있지만, 일

본에서도 대표적인 전통직물의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군마

(君馬)현의 이세자키 가스리(伊勢崎 )를 조사하였다. 

가스리는 튼튼하고 색과 문양이 풍부하고, 가격이 적당하였

는데, 이세자키에서 만들어지는 이세자키메이센(伊勢崎銘仙)은

전국에서도 높은 판매고를 자랑하였다. 일세를 풍미한 그 기

술·기법을 계승한 것이 현재의 이세자키 가스리이다. 

 

 

Table 1. 전산법에 지정된 일본의 전통적 공예품

공예품의 종류 품목수 비율(%)

직물 32 15.7

염색품 11 5.4

섬조(纖造)제품 4 2.0

도자기 30 14.8

칠기 23 11.3

목공품·죽공품 27 13.3

금공품 13 6.4

불단·불구 16 7.9

화지(和紙) 9 4.4

문구 8 3.9

석공품 4 2.0

귀석(貴石)세공 2 1.0

인형·고케시(나무인형) 6 3.0

기타 공예품 15 7.4

공예재료·용구 3 1.5

합계 203 100.0

Fig. 1. 전통증지, 傳統的工藝品ハンドブック, p.13.

Table 2. 조사대상으로서의 일본의 주요 전통직물

No 종류 직물명 주요산지

1 伊勢崎 群馬

2 縞 合津木綿 福島

3 縮 丹後縮緬 京都府

4 上布 近江上布 滋賀

5 紬 信州紬 長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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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자키에서 견직이 시작된 것은 기원전이라고 하는데, 산

지가 형성된 것은 17세기 후반경이다. 초기에는 초목염에 의한

무지물과 줄무늬(鎬物)가 유행하였고, 그 후에도 다양한 가스리

문양은 계속 제직되었다. 이세자키 가스리의 가장 큰 특징은 문

양의 바리에이션의 풍부함이다. 중요한 것으로는 친가스리(珍

), 시메키리가스리(締切 ), 아메가스리(雨 ), 호구시모요우

가스리(解模樣 ), 요코소우가스리(緯總 ), 헤이요우가스리(倂

用 ) 등의 6가지가 있는데 다양한 기법으로 제직되고 있다.

이처럼 이세자키 가스리는 다양한 기법으로 참신한 디자인을

차례차례로 발표하므로 성별과 연령, 시대를 넘어 소비자들에

게 받아들여지는 직물이 되었다(丸山, 2002). 

사용되는 실은 생사(生絲), 옥사(玉絲), 혹은 면을 자은 실이

나 이것들과 동등한 재질을 가진 견사를 사용한다. 이러한 실

들을 손(手)이나, 판(板)을 사용하여, 중간 중간 방염하고, 방염

한 실들을 경사, 혹은 위사에 사용하여 가스리 직물을 짠다.

현재 이세자키 가스리에 종사하는 기업수는 약 32사로 종업

원은 1,500여명에 이르고 있고, 이세자키직물공업조합(伊勢崎

織物工業組合)이 있다. 이세자키 가스리의 주요 유형과 특징

은 Table 3과 같다.

3.2. 시마 직물의 특징과 유형

일본의 중요한 전통문양의 하나가 세로줄무늬인 시마(鎬)이

다. 에도시대의 시마는 무사와 서민들에게 애용되었고, 현재에

도 중요한 염직디자인의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후쿠시마(福

島)현의 아이즈모멘(合津木棉, Fig. 3)을 조사하였다. 

아이즈모멘은 1627년 영주가 직물직인을 초청하여 제직이 시

작되었다고 하는데 1643년부터는 면화의 재배를 장려함으로써

번성하게 되었다. 

차색(茶色)과 남색(藍色)을 사용한 뚜렷한 세로 줄무늬가 아

이즈모멘의 특징이다. 감색(紺色)바탕에 흰색의 간결·명쾌한

줄무늬는 아이즈인의 실질과 소박함의 산물일 것이다. 본래는

남염이 많았으나 현재에는 다양한 색과 문양이 사용된다(Table

4). 줄무늬는 일견 단순하지만 색과 줄무늬의 폭의 배치로 다

양한 표정을 보일 수 있는 효과적인 문양이다. 명칭도 지명과

그 줄무늬를 즐겨 입은 가부키배우 등에 유래한 것이 많다. 

에도시대의 검약령에 의해 견과 츠무기(紬)를 사용할 수 없

게 된 서민들에게는 흡습성이 좋고 다소 두껍고 튼튼한 아이즈

모멘은 서민의 일상복과 작업복으로서 널리 애용되게 되었다. 메

이지 이후 면사방직의 발달과 함께 면사도 생산이 줄어 화학섬

유와 염료를 사용하는 곳도 늘었다. 그러나 아이즈모멘 특유의

소박한 텍스처는 현재도 이어져 나가고 있다(丸山, 2002).

현대의 아이즈모멘은 전통적인 수작업을 기계화하고, 전통염

색을 화학염색으로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격을 저렴화시켜

수요를 늘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아이즈모멘의 대표적인 협

동조합은 아이즈와카마츠관광물산협회(會津若松觀光物産協會)

이다. 

3.3. 치지미 직물의 특징과 유형

치지미(縮)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일본의 대표적인 전통직물

로 천의 바닥에 섬세한 요철감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본 연구

   

  

 

 

Fig. 2. 가스리직물(저자소장).

Table 3. 이세자키 가스리의 주요 유형과 특징

유형 특징

친가스리(珍 ) 이타지메(板締)기법으로 염색한 실을 경위사

에 사용하여 짠 복잡한 문양

시메키리가스리(締切 )경사에 따로 염색한 실을 사용하여 문양을 짬

아메가스리

(雨 )

작은 문양이 비가 오는 형으로 보이므로 이러

한 명칭이 사용됨

호구시모요우가스리

(解模樣 )

경사에 형지날염한 실을 사용하고 곡선의 문

양을 예쁘게 표현함

요코소우가스리(緯總 )위사에 형지날염한 실을 사용함

헤이요우가스리

(倂用 )

경위사 모두 형지날염한 실을 사용하는데, 풍

부한 색채가 특징

 

 

 

 

 

 

Fig. 3. 아이즈모멘(저자소장).

Table 4. 아이즈모멘의 주요 유형과 특징

유형 특징

다이묘지마

(大名鎬)

가는 줄무늬가 규칙적으로 세로로 나란한 줄무늬

보우지마

(棒鎬)

굵은 줄무늬가 규칙적으로 배치된 줄무늬

고모치지마

(子持ち鎬)

굵은 줄무늬와 가는 줄무늬가 규칙적으로 배치된 줄

무늬

미스지

(三筋)

가는 줄무늬 3가닥이 하나의 문양을 이루며 규칙적

으로 나란한 줄무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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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교토(京都)의 단고(丹後)에서 생산되는 단고치리멘(丹後

縮緬)을 조사하였다. 

치리멘(縮緬, Fig. 4)은 치지미의 일종으로 직물바닥 이랑의

요철에 빛이 반사함에 의해 염색의 깊이를 나타내는 효과가 있

다. 또한, 직물바닥에 이랑이 있으므로 구기지않는 장점이 있다. 

치리멘은 桃山(모모야마)시대(1573-1598년)에 중국의 명나라

직공에 의해 전해졌다고 하는데, 번성하게 된 것은 유젠(友

染), 시보리(絞り染), 고몽(小紋染) 등이 발전한 에도(江戶)시대

(1603-1867년)이다. 

단고는 무로마치(室町)시대(1336-1573년)에 이미 유명한 직

물의 산지였다. 이어 에도시대에는 니시진(西陣)으로부터 치리

멘의 기술이 들어옴으로써, 치리멘의 제직이 시작되었다. 이후,

단고는 일본 제일의 치리멘 산지로서 발전해 간다. 

치리멘은 꼬임이 없는 생사를 경사로 하고 우연, 좌연한 생

사의 위사를 교대로 위사로 사용하여 제직된다. 제직 후 풀 등

의 불순물을 수세함으로써 제거하는데 이때 직물바닥에 이랑이

나타난다. 이러한 기법으로 짜여진 직물은 땀이나도 몸에 달라

붙지 않아 무더운 일본의 여름에 적합한 직물이 되었다. 치리

멘의 종류는 무지치리멘(無地縮緬)과 자카드기로 지문(地紋)을

나타내는 몬치리멘(紋縮緬) 등이 있는데 각각의 직조방법이 다

르다(丸山, 2002). 

현재 단고에서는 오랜 세월 길러져 온 기술(Table 5)을 살린

염직을 하거나 레이온 등의 신소재의 치리멘을 개발하는 등 변

하는 시대와 고객의 니즈에 맞춰 새로운 직조방법 개발에 몰두

하고 있다. 이러한 치리멘은 최근에는 기모노뿐만 아니라 남녀

의 셔츠와 같은 일상복과 인테리어 패브릭, 잡화로까지 그 수

요를 늘려가고 있다. 

현재 단고치리멘을 제작하는 기업은 36사이고, 종업원 수는

약 400여명에 이른다. 대표적인 협동조합은 단고직물공업조합

(丹後織物工業組合)이다. 

3.4. 죠후 직물의 특징과 유형

죠후(上布)(Fig. 5)란 서민들의 일상복이던 중질의 중포(中布)

나 하질의 하포(下布)에 비해 고급 직물이라는 뜻으로 가늘고

섬세한 실로 짠 고급스런 직물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가(滋賀 ）현의 오우미죠후(近江上布)를

조사하였다.

오우미(近江)는 비와고(琵琶湖)의 동쪽 기슭에 있어 고온다습

하므로 건조에 약한 마직물의 생산에는 최적인 환경이다. 오우

미죠후에는 가스리문양이 많이 이용되어진다. 오우미죠후는 위

사에 손으로 자은 대마실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인데 오우미죠

후는 법의와 허리띠, 침구 등에 많이 이용된다. 

오우미죠후의 유형과 특징은 Table 6과 같고, 실( )은 형지

날염(型紙捺染)과 절압날염(節押捺染)으로 염색되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 방법은 실을 묶지 않으므로 실에 부담이 가지 않

고 염색도 뚜렷하다. 이렇게 염색한 실로 짜여진 문양은 청량

감을 느끼게 함으로 하절용 의료로 적합하다. 또 판 위에서 손

으로 문지르는 독특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이랑도 오우미죠후의

특징이다.

오우미의 마직물은 가마쿠라(鎌倉)시대(1185-1333년)에 교토

로부터 이주한 직인이 기술을 전한 것이 시작이라고 한다. 무

로마치시대에는 각지에서 생산된 마포를 다카미야(高宮)에 모

아 전국으로 운반함으로써 다카미야누노(高宮布)의 이름이 널

리 알려졌다. 별명 다카미야사이비(高宮細美)로도 불리우는 고

급스런 마포는 막부(幕府)에 헌상품으로서도 바쳐졌다고 한다.

 

 

 

Fig. 4. 무지치리멘(저자소장).

Table 5. 단고치리멘의 주요 유형과 특징

유형 특징

누이토리치리멘

(縫取縮緬)

치리멘의 생지에 은사, 칠사 등의 장식사로 문양

을 짜낸 화려한 치리멘

로치리멘

( 縮緬)

견 100%로 짠 비치는 직물. 통기성이 우수하여

하절용으로 착용감이 좋음

가와리무치치리멘

(變わり無地縮緬)

습기에 약하다고하는 종래의 결점을 실의 보완에 

의해 해결한 새로운 치리멘

몬이쇼치리멘

(紋意匠縮緬)

위사를 이중으로 하여 지문에 변화를 준 치리멘. 

염색후에는 입체감이 생김

 

Fig. 5. 죠후 직물(저자소장).

Table 6. 오우미죠후의 주요 유형과 특징

유형 특징

가타가미낫센

(型紙捺染)

정리된 실에 형지를 대고, 염료를 문지름. 이어서 

실을 증열시키고, 수세와 건조로 마무리

쿠시오시낫센

(節押捺染)

빗(쿠시)의 형을 한 도구로 염료를 묻혀 실을 염

색함. 이어서 실을 증열시키고 수세와 건조로 마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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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시대에는 지역의 보호장려품으로서 한층 발전한다. 또,

오우미상인이 전국에 직물을 팔면서 각지의 정보와 원료를 가

지고 옴에 의해 한층 기술이 발전되었다고 한다(木村, 2002). 

현재 오우미죠후를 제작하는 기업은 37사이고, 종업원 수는

약 490명에 이른다. 대표적인 협동조합은 시가현마직물공업협

동조합(滋賀 麻織物工業協同組合)이다. 

3.5. 츠무기 직물의 특징과 유형

츠무기(紬)(Fig. 6)는 일본의 대표적인 견직물로 본 연구에서

는 나가노(長野)현에서 짜여지는 신슈츠무기(信州紬)를 조사하

였다. 

신슈츠무기(Table 7)는 남염계의 줄무늬를 기조로 한 우에다

츠무기(上田紬)를 비롯하여 천잠(天蠶)의 실로 짠 마츠모토(松

本)지방의 마츠모토츠무기(松本紬), 소박한 수직의 츠무기(手機

紬)와 무지물인 이이다츠무기(飯田紬), 예로부터의 전통기술이

진하게 남아있는 이나츠무기(伊那紬) 등이 있다. 신슈츠무기는

나가노현에서 생산되는 츠무기의 총칭이다.

나가노는 옛부터 양잠이 번성하여 일본의 대표적인 양잠지

역으로 알려져 왔고 양질의 견산지로서도 유명하다. 나가노에

서의 견직물의 기원은 멀리 고대 나라(奈良)시대(710-784년)로

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농민들은 고치로부터 실을 뽑아내어

자가용(自家用)의 의류를 짰다. 그것이 신슈츠무기의 루트로 현

재도 산지별로 개성이 명확하다. 

에도(江戶) 초기에는 막부의 식산책의 하나로 뽕나무의 재배

와 양잠이 한층 발전하였다. 그에따라 츠무기도 질을 높여 신

슈 전역이 츠무기의 산지로서 번영하게 되었다. 

신슈츠무기의 실은 생사, 옥사 혹은 면사를 손으로 자아(手

紡絲) 사용한다. 그중에도 천잠(天蠶)이라고 하는 특수한 광택

을 가진 야생의 누에고치로 부터 얻어지는 실이 존중되었다. 최

근에는 녹색을 띈 천잠과 고이시마루(小石丸)라는 전통의 누에

고치를 재현하기도 하였다. 또한 디자인작업에는 컴퓨터를 활

용하기도 한다. 신슈츠무기의 각 산지의 개성은 풍부한 종류의

실과 염료의 조합에 의해 이끌어져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納屋, 1995). 현재 신슈츠무기를 제작하는 기업수는 17기업으

로, 종업원수는 약 백여명에 이른다. 대표적인 협동조합은 나가

노현직물공업조합(長野縣織物工業組合)이다. 

4. 일본의 대표적인 전통염색의

특징과 염색공정
 

본 연구에서 조사한 일본의 대표적인 전통염색으로는 Table

8과 같은 5가지를 들 수 있다. 

4.1. 아이조메의 특징과 염색공정

일본인은 전통적으로 남(藍, 쪽)으로 염색한 아이조메(藍染)

(Fig. 7)를 애호하였다. 남색은 영어로 인디고 블루(Indigo

Blue)인데 재팬 블루(Japan Blue)라고 불리울 정도로 일본의 대

표적인 전통염색으로서 세계에 알려졌다. 아이조메의 기모노와

상호를 쓴 막인 노렌(暖簾) 등은 현재도 널리 애호되고 있다.

일본의 남을 말할 때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도쿠시마(德島)현의

‘아와아이(阿波藍)’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도쿠시마의 아와아이

를 조사하였다.

남(藍)은 세계의 곳곳에서 자생하거나 재배되므로 가장 오래

된 천연염료라고 보겠다. 남은 지역에 따라 종류가 다른데 일

본의 남은 다데아이(蓼藍)라고 불리우는 종으로 일본의 곳곳에

서 생산되지만 아와아이는 일본 최고의 품질이므로 쇼아이(正

 

Fig. 6. 츠무기 직물(저자소장).

Table 7. 신슈츠무기의 주요 유형과 특징

명칭 특징

이이다츠무기

(飯田紬)

홍염을 위주로 위사에 색의 변화를 준 무지의 츠무기

우에다츠무기

(上田紬)

남염을 위주로 줄무늬를 넣어 짠 츠무기

마츠모토츠무기

(松本紬)

아무런 문양을 넣지않은 소색의 츠무기

이나츠무기

(伊那紬)

남염을 위주로 격자문양을 넣어 짠 츠무기

Table 8. 조사대상으로서의 주요 전통염색

No 종류 염색명 주요산지

1 藍染 正藍染 島

2 型染 東京染小紋 東京都

3 筒描 琉球紅型 沖

4 友 加賀友 石川

5 絞染 有松·鳴海絞 愛知

  

  

   

 

Fig. 7. 아이조메 직물(저자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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藍)로도 불리어지며 타지역의 지아이(地藍)의 3배의 가치로 거

래되었다. 특히 일본열도의 남부에 위치한 도쿠시마는 일본 최

대의 남의 재배로 현재까지도 명성을 누리고 있다. 

도쿠시마에서 남의 원료가 되는 다데아이의 재배는 요시노

강 유역에서 행해졌는데 이 지역은 홍수가 많은 지역이었다. 따

라서 홍수가 오기 전에 앞서 남을 수확하였고 또한 홍수로 인

해 상류로부터 내려온 새로운 흙에 의해 본래는 연작할 수 없

는 남을 해마다 재배할 수가 있었다(木村, 2002). 수확된 남은

생산지에서 발효시켜 스쿠모, 아이다마(藍玉)로 불리우는 원료

로 가공하여 일본 각지의 남염 염색집에 보내어진다. 남염의 염

색과정은 Table 9와 같다. 아와에서 남의 가공을 시작한 것은

16세기로, 지역차원에서 남의 재배와 남의 가공을 장려하고, 기

술과 종자의 유출을 막는 보호책도 실시했다. 에도시대에 목면

이 전국적으로 보급되자 남의 시장도 비약적으로 확대되어 일

본 전역 출하의 90%를 아와아이가 차지하였다. 그러나 메이지

이후 합성염료인 인조남의 수입에 의해 아와아이는 일시 쇠퇴

했으나 현재는 천연남의 장점이 재확인되어 과거의 남염의 인

기를 회복했다. 더불어 전국 최대의 남염산지로서의 긍지를 살

려 남의 형염과 아이조메아와유젠(藍染阿波友 ) 등의 생산도

증가하고 있다. 

아와쇼아이(阿波正藍)에 의한 대표적인 직물은 면사를 사용

한 시지라오리(しじら織)이다. 시지라오리는 남염에 의한 우아

한 색조와 실의 장력차에 의해 생기는 이랑을 갖는 독특한 텍

스처와 소박한 맛이 특징이다. 현재 시지라오리를 제작하는 기

업은 5개사로 종업원은 약 90인에 이른다. 대표적인 협동조합

은 아와시지라직협동조합(阿波しじら織協同組合)이다.

4.2. 가타조메(型染)의 특징과 염색공정

가타조메는 형지에 문양을 뚫어 염색하는 방법으로 여름철

에 입는 유카다(浴衣)에 많이 이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흔히

‘에도고몽(江戶小紋, Fig. 8)’이라고 하는 도쿄센고몽(東京染小

紋)을 조사하였다. 

가타조메의 염색공정(Table 10)은 감물을 들여 질겨진 형지

에 손으로 문양을 뚫어(사방 3 cm 안에 900개의 구멍) 염색을

하는 것이므로 숙련된 기술이 아니면 어렵다. 염색은 우선 백

생지(白生地)의 천 위에 형지를 올려놓고 방염을 위한 풀을 칠

한다. B3 정도의 형지로 12 m의 백생지를 염색해야하므로 수

회 형지를 옮겨가며 염색을 해야 한다. 따라서 문양이 어긋나

기 쉬우나 고몽(小紋)의 경우는 문양자체가 바늘 끝 머리 정도

로 작으므로 머리카락 하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숙련된 직

인기질을 보여준다(納屋, 1995). 

백생지 위에 풀을 칠한 후에는 염료를 섞은 색풀로 지색(地

色)을 염색하는데 침착하고 깊이 있는 색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채도를 억제한 침착한 색을 만든다. 그런 침착한 지색이므로 단

색이라도 방염을 하여 염색이 되지않은 문양의 흰 부분과 조화

되어 높은 격조를 나타낸다. 고몽직물은 단순한 반복문양이 갖

는 고상함 디자인의 새로움 등에 특색이 있다. 

에도시대 초기에는 쇼군과 영주 등이 독자의 고몽문양을 정

해 전용했으나 에도시대 말기에는 부유한 상인계급의 부상과

더불어 서민에까지 사용이 확대되었다. 고몽은 주로 견직물에

행하여졌으나 최근에는 관리가 쉬운 신합섬 등에도 실시된다. 

현재 동경에서 고몽을 제작하는 기업은 24사로 종업원은 약

110여명에 이른다. 대표적인 협동조합은 도쿄도염색공업협동조

합(東京都染色工業協同組合)이다. 

4.3. 츠즈가키의 특징과 염색공정

츠즈가키(筒描)는 형지를 사용하지 않고 원추형의 통인 츠즈

(筒)에 색풀을 넣어 손으로 문양을 그려 염색을 하는 기법을 말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오키나와(沖 )현 나하(那覇)의 ‘류구빙

가타(琉球紅型, Fig. 9)’를 조사하였다. 

오키나와는 일본에서도 염직품의 보고(寶庫)라고 말하여질 정

도로 다양한 전통 염직품이 있는데 오키나와의 염직품을 대표

하는 것이 츠즈가키 염색인 빙가타이다. 빙가타(紅型)의 ‘빙(紅)’

은 모든 색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름 그대로 오키나와의 빙가타

는 이국적인 색감과 ‘화조풍월’로 대표되는 화려한 문양을 자

랑한다. 빙가타의 기원은 15세기 이전으로 알려졌는데 성숙한

것은 류구왕조의 궁정무용이 완성한 17세기라고 한다. 빙가타

 

 

Fig. 8. 에도고몽(저자소장).

Table 9. 아이조메의 염색공정

순서 염색공정

1 남초는 3월에 씨를 뿌려 7-8월에 수확

2 남초를 발효시켜 스쿠모·아이다마 만들기

3 스쿠모·아이다마에 잿물을 넣어 발효시켜(藍建) 아이가메(藍

瓮)를 준비

4 아이가메에 백생지를 수회 넣어 염색 

5 공기중에 산화시켜 발색시키고 수세 및 마무리

Table 10. 에도고몽의 염색공정

순서 염색공정

1
형만들기(긴 판에 붙인 백생지위에 형지를 올려놓고, 풀을 주걱

으로 바른다)

2 판말리기(생지를 판에 붙인채 풀을 건조시킨다)

3
지염(생지를 판에서 떼어 염료 넣은 지색풀을 평붓으로 균일하

게 발라 바탕색을 염색한다)

4 증열(90
o

~100
o

C로 15~30분) 및 수세

5 건조 및 마무리(증기를 쏘이며 폭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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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류구왕족의 예복임과 더불어 무용의장으로서 발달하였다. 본

토와 교역이 시작되자 유젠염(友 染)과 가타조메(型染) 등의

영향을 받아 한층 고도의 기술을 습득하여 오키나와의 독특한

색과 문양을 가진 염색으로써 성장·발전하였다. 

류구빙가타의 염색공정(Table 11)의 대표적인 특징은 번짐(보

카시)에 의한 입체감과 선명한 화조풍월의 문양을 들 수 있다.

문양에 진한 색을 넣어 보카시를 만드는 구마즈리( )의 기

법은 엽맥을 넣거나 윤곽을 강하게 함으로 색과 문양을 돋보이

게 하는 효과적인 기법이다. 또한 선명한 화조풍월의 문양은 원

색에 가까운 밝고 아름다운 색조를 나타내는데 이를위해 안료

를 2번 칠하고, 부드러운 붓으로 선이 보다 소프트하게 보이도

록 색을 균일하게 칠한다(長崎, 1998). 류구빙가타는 현재는 기

모노와 홈 인테리어 등에 사용되는데 견직물, 마직물, 면직물

등에 실시하고 염료가 아닌 안료(顔料)를 사용한다. 

현재 류구빙가타를 제작하는 기업은 40여사로 종사자수는 약

180여명에 이른다. 대표적인 협동조합은 류구빙가타사업협동조

합(琉球紅型事業協同組合)이다. 

4.4. 유젠의 특징과 염색공정

유젠(友 )은 일본의 대표적인 염색방법으로 일본의 화려한

기모노를 제작하는 대표적인 수염(手染)의 염색방법이다. 본 연

구에서는 이시가와(石川)현의 가나자와(金 )에서 생산되는 카

가유젠(加賀友 , Fig. 10)을 조사하였다. 

가나자와는 카가백만석(加賀百萬石)이라고 불리운 부유한 영

주 마에다가(前田家)의 문화적인 취미를 강하게 반영하고 있는

화려한 카가유젠의 역사가 약 500년에 걸쳐 내려왔다.

침착하고 사실적인 회화조의 문양에 무가풍의 기품을 띄고

있고 카가오채(加賀五彩, 남색, 연지색, 황토색, 녹색, 자색)로

불리우는 따뜻한 색조로 색의 농담, 선의 굵기, 잎의 벌레 먹

은 흔적까지도 리얼하게 표현하는 사실성이 특징이다. 기법은

교토에서 행해지는 교유젠(京友 )과 거의 같은데 교유젠에서

볼 수 있는 금박·은박·수 등이 카가유젠에서는 거의 이용되

지 않는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또한 흔히 분업으로 실시되는 유

젠염색의 전 과정을 카가유젠에서는 한 사람의 직인이 전부 완

성해내므로 염색 본래의 아름다움과 작가의 의도를 잘 느끼게

하는 특징이 있다(納屋, 1995). 유젠은 이전에는 주로 견직물에

실시되었으나 현대에는 관리가 쉬운 장점으로 폴리에스테르를

이용하기도 한다. 카가유젠의 염색공정(Table 12)은 먼저 밑그

림의 윤곽선을 따라 풀을 칠한다. 이것은 후의 채색공정에서 염

료의 번짐을 막는 효과가 있다. 염색한 후에는 수세에 의해 풀

을 제거하면 윤곽이 실처럼 희게 남게 된다(Fig. 10). 

현재, 카가유젠을 제작하는 기업수는 329사로 종업원은 약

900여명에 이른다. 대표적인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카가염진흥협

회(協同組合加賀染振興協會)이다.

4.5. 시보리염색의 특징과 염색공정

홀치기염색이라고 불리우는 시보리(絞)염색은 전세계적으로

행해져 왔는데 일본에서도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내려오는 중요

한 전통염색방법의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이치(愛知)현의 ‘아리마츠·나루미 시보리

(有松·鳴海絞, Fig. 11)’를 조사하였다. 

아리마츠·나루미에서 시보리가 시작된 것은 16세기경으로

타지역과 다른 가장 큰 특징으로는 100여 종 이상이나 되는

시보리문양의 다채로움을 들 수 있다. 아리마츠·나루미의 대

표적인 시보리 유형에는 미우라시보리(三浦絞), 마키아게시보리

(卷上絞), 누이시보리(縫絞), 가노코시보리(鹿の子絞), 구모시보

리(蜘蛛絞), 셋카시보리(雪花絞) 등이 있다. 이러한 시보리는 바

늘과 실로 문양을 그려 실을 감거나 간단한 도구를 이용하여

 

 

 

 

 

 

Fig. 9. 류구빙가타(저자소장).

Table 11. 류구빙가타의 염색공정

순서 염색공정

1 도안구상 및 형지파기

2 백생지에 색의 번짐을 막기 위해 콩물을 바름

3 백생지에 형지를 깔고 풀을 칠하여 방염을 준비

4 풀먹이지 않은 문양부문을 안료로 염색

5 건조 후 수세 및 후처리

Fig. 10. 카가유젠(저자소장).

Table 12. 카가유젠의 염색공정

순서 염색공정

1  밑그림 그리기

2  밑그림의 윤곽선 그리기

3  윤곽선을 따라 풀칠하여 방염준비

4  염료로 채색하기

5  건조 후 수세로 풀 제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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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하는데 그중에도 특징적인 것이 아라시 시보리(颱絞)의 기

법이다. 아라시 시보리는 전주(電柱) 혹은 두꺼운 봉에 천을 두

르고, 밀어붙여 주름을 만들어 염색하는 방법으로 그 결과로 나

타나는 문양이 태풍과 같아 붙여진 이름이다(丸山, 2002). 

현재 아리마츠·나루미 시보리를 제작하는 기업수는 53사로

종사자수는 약 340여명에 이른다. 대표적인 협동조합은 아이치

현시보리공업조합(愛知縣絞工業組合)이다. 

아리마츠·나루미 시보리는 견직물이나 면직물에 실시하며

남염이 주체가 된다. 염색공정은 일반적으로 Table 13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시보리염색은 현대의 일본에서도 왕성히 행해지고 전통적인

기모노에의 활용뿐만 아니라 현대복인 티셔츠, 캐쥬얼 웨어, 인

테리어제품, 잡화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5. 결 론

일본의 전통직물은 한국과는 달리 소색 그대로 이용한 경우

는 거의 볼 수 없고 색무지물과 문양물을 많이 활용해 온 것

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일본의 전통 염직디자인은 각 지역에

따라 특색있는 직조와 염색방법을 계승함으로써 지역 고유의

전통과 심미성을 표현하며 현대까지 이르고 있다. 새로운 패션

소재 개발에서도 온고지신(溫故知新)이라는 말처럼 옛 것을 제

대로 알아야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생각으로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대표적인 염직물 10가지를 택

하여 각각의 특징과 유형을 디자인 서베이하였고, 전통염직물

이 활용되는 시장조사를 통하여 일본 전통 염직디자인의 고유

성과 현대성을 다음과 같이 고찰하였다. 

첫째, 일본 전통 염직디자인의 고유성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

을 들 수 있다.

1. 국가시책으로서의 전산법을 통한 전통보호: 국가가 전통

공예품에 대한 국가인증을 행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가 신뢰

할 수 있는 물건을 생산하고 판매한다. 

2. 전통염직물 제작방법의 계승: 일본은 전통을 중시하는 민

족성으로 일본의 모든 문화가 그렇지만 염직물의 경우도 수 백

년 이상 내려온 고유의 염직방법을 그대로 유지, 계승하는데 노

력한다. 따라서 소수이긴 하지만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가업의

계승, 전통의 유지라는 면에서 전통기법 그대로 염직물을 제작

하는 직인들이 일본열도 곳곳에 있고 이들 직인들에 의해 전통

적인 염직기법의 계승이 이루어지고 있다. 

3. 민족복의 소재로서의 전통염직물의 꾸준한 수요 창출: 수

작업인 전통기법, 천연염색인 전통염색으로 제작된 염직물을 민

족복인 기모노에 활용함으로써 꾸준한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직물은 가격이 고가이므로, 고소득층이 주 구매자가 되

나 렌탈과 리사이클을 통한 착용과 구매도 가능한 시스템이 형

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중고 민족복을 리사이클 한

다는 것은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나 고가(高價)의 명성

있는 전통직물로 제작된 기모노의 리사이클은 일본의 경우는

당연시 되어 유명 백화점에도 기모노의 리사이클 숍이 마련되

어 있을 정도이다. 

둘째, 일본 전통 염직디자인의 현대성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

을 들 수 있다. 

1. 전통기법과 첨단기법의 조화: 일본의 전통염직물은 제작

방법에 전통기법과 더불어 전통기법의 단점을 보완하는 첨단기

법이 플러스되고 있다. 예를들면 츠무기의 원료가 되는 누에고

치도 신종을 개발하여, 색과 텍스처에 현대적인 새로운 감각을

더하고 있고 디자인과정에는 컴퓨터를 활용한다. 

2. 전통염직물의 디자인 현대화를 통한 전통미와 현대미의 조

화: 전통염직물의 디자인을 현대화하여 현대복과 인테리어 소

품 등에 활용함으로써 전통미와 현대미를 조화시킨다. 예를들

면 기모노의 소재인 치리멘을 현대복의 아이템인 블라우스, 스

커트, 재킷 등에 활용하여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새로운 미를

나타내는데 이것이 전통직물에 익숙한 노년층은 물론 젊은층에

게도 신선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전통직물의 디자인 현대화는 하절기에 젊은층이 즐겨

입는 유카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유카타는 가타조메로 제

작되는 실내복이지만 최근에는 영층을 중심으로 실외에서의 마

츠리(축제)복으로도 즐겨 착용한다. 유카타는 목면지로 가격이

저렴하고 허리띠인 오비(帶)의 묶는 방법이 간단해서 젊은이들

에게는 가장 쉽게 착용할 수 있는 친근한 민족복이다. 따라서

현대의 유카타 디자인에는 일본의 유명 디자이너들도 다수 참

여하여 전통에 현대감각을 플러스한 새롭고 참신한 디자인을

제시하고 있다. 

3. 고가인 전통염직물 가격의 염가화: 고유의 전통염직물은

수작업과 천염염색으로 제작되었으므로 상당히 고가이다. 따라

서 이를 구입할 수 있는 고객층은 극소수이고 이러한 경향은

전통직물의 쇠퇴를 불러오기 쉽다. 따라서 전통적인 수작업을

Fig. 11. 아리마츠·나루미 시보리 염직물(저자소장).

Table 13. 시보리염색의 염색공정

순서 염색공정

1  시보리의 문양과 도안의 결정

2  형 만들기 및 형 찍어보기

3  각종 시보리 가공

4  염색하기

5  실 푸르기 및 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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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화하고 전통적인 천연염색을 합성염료화하여 고가를 염가

화하는 것도 전통염직물의 수요확대에는 중요한 과제라고 보겠

다. 아이즈모멘의 경우는 이전 수직이었던 직조방법을 기계화

하고 이전 천연염색이었던 염색방법을 합성염료화 함으로써 단

가를 내려 수입이 적은 젊은 소비자층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

였다. 또한 견직물이 주였던 치리멘도 원사를 레이온으로 바꾸

어 단가를 크게 내릴 수 있었고, 현대복에 요구되는 관리가 쉽

다는 장점도 더하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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