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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urposed to restructure representative traditional patterns formatively, manufacture actual cultural 
products with traditional dyeing technique using persimmon, and commercialize the results of the research.

Traditionally in Korea, the dying of natural fiber such as cotton, flax and silk with persimmon was called Galmul 

dyeing, and clothes made through Galmul dyeing were called Galot. Galot was very useful because it is strong, 
does not pick up dirt easily, dries easily, and is cool in summer. In addition, cloth dyed with persimmon becomes 
stiff, so it does not need to be starched or ironed after washing. Moreover, it does not transmit heat under direct 
rays and is highly air-permeable, so it is cool and useful for standing the heat.

In this study, we used traditional persimmon dyeing technique, printing traditional patterns fit for contemporary 
people's aesthetic sense not through dip-dying but through printing. When persimmon dyeing is used in expressing 
patterns, it produces not only visual effect but also embossing effect due to the characteristic of persimmon that 
makes printed patterns stiff, so we can obtain unique texture distinguished from other printing methods.

We chose seven motive patterns, which were lotus pattern symbolizing eternal life, peony pattern symbolizing 
wealth and rank and prosperity, character 珈（壽）pattern widely used as a symbol of health, bird and cloud pattern 

in the Goryeo Dynasty, 아邛印es's사ma（四合如意小花） pattern printed on brocade in the Goryeo Dynasty, lattice 
pattern, cloth pattern on wall paintings from the Period of the Three Kingdoms. From each pattern chosen as a 
motive was extracted unit patterns and the original pattern was restored using Adobe Illustrator. Restored patterns 

were restructured to be applied to cultural products fit for contemporary formative sense.
Fabrics used in dyeing were cotton, linen, ramie, silk, and polyester. Although the same persimmon dyeing was 

applied, we produced different feelings of patterns using various fabrics and in some cases gold and silver powder 
was added for the effect of 흠loss in addition to the embossing of patterns. Using printed fabrics we manufactured 

tea pads, place mats, cushions, wrapping cloth for gifts, wallet, lampsha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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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천연염료는 그 종류가 방대하여 흔히 사용되는 재 

료만도 약 2,000여종이 알려져 있고, 그 중 상업적 요 

소가 있는 것도 약 130여종이 있다'). 이러한 천연 염 

료들 중 감은 고려시대인 1138년(인종 16)에 고욤나 

무에 대한 기록이 있고, 1284년『농상집요(農桑輯 

要)』에 그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역사가 오래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감물염색은 제주도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그 외에 감의 원산지로 유명한 진영, 

상주, 밀양, 청도 및 나주 근교 영산 등에서도 예로부 

터 염색되어 온 대표적인 전통염색 중의 하나이다. 

감물염색은 그 실용성 때문에 전통적으로는 주로 노 

동복의 용도로 이용되었지만, 근래에는 그 이용범위 

를 확대하여 현대감각에 맞는 다양한 복식류와 문화 

상품들을 제작하여 실용화하려는 연구들이 이루어지 

고 있다. 특히 감물은 많은 천연 염료들 중에서도 친 

환경 적 일 뿐만 아니 라 신소재 가 추구하는 여 러 가지 

기능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활용 가능성이 매우 크다 

고 생각된다.

감물과 관련된 연구는 I960년대부터 다양하게 진 

행되어 왔으며, 이들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감물의 염색성과 견뢰도 및 색차에 관 

한 것이며气 둘째는 인장 강도, 항균성, 착용감, 태 등 
의 물성에 관한 것이며”, 셋째는 감물염색으로 만든 

복식의 유래와 제작에 관한 연구이다" 이처럼 감물 

에 관한 많은 선행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이들 

은 전통 감물염색에서처럼 무늬가 표현되지 않는 침 

염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통 감물염색법을 이용하되 

종래의 침염방법과는 차별화되도록 무늬의 날염방법 

을 실크스크린 기법으로 시도하였다. 무늬의 선정은 

우리나라의 전통무늬를 활용하였다.

디자인의 한 요소인 무늬는 디자인의 이미지를 결 

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의복 표면을 장식함으로써 

생동감을 부여 하는 역 할을 한다. 뿐만 아니 라 무늬는 

사람들의 생활감정을 표현하게 되며, 각 사회와 문화 

적 조건에 따라 다양한 양식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전통무늬는 각 민족의 시대적 생활 감정과 미의식을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매체 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동양의 미가 부상되고 있으며, 각 나라마 

1) 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 권21 (서울: 동아출판사, 1983), p. 66.
2) 소병 양, "감물로 處理한 麻織物에 關하여,” 農業科學技術硏究 (1964), pp. 193-199.

김영희, ''풋감물 染色의 染色性과 色彩 硏究''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엄혜진, ''감의 다양화 염색기법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신봉섭, 김영만, 안태준, ''감 추출액에 의한 견직물 염색,'' 한국잠사학회지 45권 1호 (2003), pp. 66-70.

3) 손경자a, ''감즙농도에 따른 Cellulose 섬유의 引張强度 및 색차 연구," 세종대학교 논문집 14집 (1987), pp. 23-34. 
이혜선a, ''감즙처리포의 물성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논문집 33권 (1991), pp. 175-182.
이 혜 선d, “梯汁處理布의 特性에 관한 硏究," 月艮飾 28권 (1996), pp. 205-212
조홍식, ''천연염료 염색물의 착용감과 견뢰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이화영, ''갈옷의 기능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p. 10.
박순자, 손원교, ''갈옷과 흰옷 및 그 의복 형태의 차가 착용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3권 1호 (1999), 
pp. 30-41.
고은숙, 이혜선, “감즙염색이 직물에 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7권 8호 (2003), pp. 883-891.
한영숙, “감즙과 감즙염색 면직물의 항균성,'' 대한가정학회지 43권 3호 (2005), pp. 119-129.
유혜자, 이혜자, ''감즙처리가 견직물의 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30권 5호 (2006), pp. 772-778. 
변수진, ''감즙 염색물의 특성과 염색성,'' 전남대학교 예술논집 7권 (2006), pp. 1-22.

4) 남윤자, 홍명화, “濟州道 갈옷의 衛生的 特性에 關한 硏究,” 경희대학교 논문집 15권 (1986), pp. 43-49. 
손경자b, “韓國 傳統 갈옷(溢柿染衣)의 특성 연구,'' 服飾 12권 (1988), pp. 108-111.
손경자c, ''韓國 傳統 갈옷(漩柿染衣)의 특성 연구 H," 세종대학교 자연과학논문집 33꿘 (1989), pp. 9-32. 
이혜선b, “제주도 갈옷의 유래 및 제작방법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논문집 33권 (1991), pp. 165-174. 
이혜선c, “갈옷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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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국의 전통적 인 이미지에 대한 연구와 관심 이 가 

속되면서 전통적인 이미지가 내재된 다양한 문화상 

품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무늬들 

을 조형적으로 재구성하고 감물이라는 전통염색 방 

법을 실크스크린의 날염기법으로 표현하여 다양한 

문화상품을 개발하였다’ 전통무늬로는 연꽃무늬, 모 

란무늬, 수자（壽字）무늬, 창살무늬, 구름과 새무늬, 사 

합여의소화무늬（四合如意小花紋）, 삼국시대 개마총 벽 

화의 의복무늬 등 총 7가지를 모티브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무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단위무늬를 추출 

하고, Adobe Illustrato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각의 

무늬를 현대적 조형 감각과 문화상품의 용도에 적합 

하도록 재구성하였다.

염색을 위한 소재는 면, 마, 실크, 폴레에스터 등으 
로 용도별로 알맞은 조직을 선택하여 감물염색으로 

무늬를 표현하였다. 감물염색은 감물 특유의 시각적 

효과뿐 아니라 날염 부분이 빳빳해지는 독특한 특성 

으로 인하여 무늬 부분에 요철 효과가 생기므로 일반 

날염과는 차별화되는 입체적인 재질감을 얻을 수 있 

다.

이러한 시도로 전통염색과 전통무늬를 활용하면 

서도 현대인의 미적 감성에 적합한 문화상품의 가능 

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의 전통무늬는 그 종류 

가 매우 다양하고 예술적으로도 우수한 가치를 지니 

고 있으므로 전통무늬를 디자인의 개념으로 해석하 

고, 그것을 현대 감성과 국제 감각에 맞게 상품에 접 

목시킨다면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상품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n. 감물염색의 역사와 특성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면, 마, 견 등의 천연 

섬유에 풋감으로 염색한 것을 갈물염색이라고 하였 

으며, 이러한 염색을 통하여 만든 의복을 갈옷이라고 

칭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감나무가 언제부터 재배되 

어 왔는지 확실한 기록은 없으나, 고려시대인 1138년 

（인종 16）에 고욤나무에 대한 기록이 있고, 1284년 

『농상집요（農桑輯要）』에 그 기록이 있다. 또 조선시대 

의『국조오례（國朝五禮）』,『지봉유설（芝峰類說）海,『구 

황촬요（救荒撮要）』에도 건시（乾梯）, 수정시（水正枕） 

등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으며, 조선 중기의 출토 면 

직물이 감물로 염색되었음이 확인되었다?

감물염색의 도입 경로는 고려 말 중국의 운남지방 

으로부터 제주로 이주한 양왕（梁王）의 후손들에 의하 

여 전래되어 옷감과 물이 귀했던 제주도에서 널리 보 

급되었으며, 일상복 및 노동복으로 정착되어 제주도 

개발이 본격화되는 I960년에 이르기까지 대표적인 

민속복으로 전승되어 왔다° 감물염색은 질기고 더 

러움이 잘 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름에는 시 원하고 

물에 젖어도 쉽게 마르는 등 매우 실용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덥고 습한 기후에 목축과 수산업 이 주업 

이 었던 제주도에서 특히 애용되 었다. 또한, 제주도에 

서는 오래전부터 낚시줄을 풋감즙으로 염색하여 질 

기고 빳빳하게 하여 사용하였으며, 어망이나 밧줄, 

양잠망 등의 염색에도 사용하였다»

감물을 이용한 의복으로는 남녀 모두 상의로 입었 

던 갈적삼, 남자의 하의였던 갈중이, 여자의 상의였 

던 궁중이 등이 있었으며, 대장간에서 입는 누비옷이 

나 이불에도 이용되었으며% 현재는 제주도 성읍 민 

속마을 등 관광 안내원의 유니폼으로도 활용되고 있 

다.

감물염색은 풋감의 즙을 염료로 사용하는데 풋감 

은 단감에 비하여 분자량이 큰 탄닌이 많이 들어 있 

기 때문에 화학적 반응성이 크므로9）염색에 사용할 

풋감은 열매 크기가 작고 떫은 맛이 강할 때인 8월 

중순 경에 채취하는 것이 좋다.

감물염색의 원리는 감즙에 들어 있는 떫은 맛의 

수용성 탄닌이 햇빛에 노출되면 점진적으로 산화, 중 

합되면서 짙은 갈색으로 변하는 것이다. 이처럼 감물 

5） 이정숙, "李朝中期 出土 綿織物의 特性에 關한 硏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pp. 38.
6） 이혜선c, Op. cit., p. 29.
7） 김용석, “감나무와 고욤나무,'' 뿌리깊은 나무 11월호 （1988）, p. 142, 146.
8） 손경자b, Op. cit., p. 108.
9） 김효순, 고정순, 이장순, “풋감의 저장 중 성분 변화,” 한국식품영양학회지 9권 4호 （1996）, pp. 478-483.

10） 고운산, 감물 기법과 水墨을 이용한 抽象表現硏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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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은 갈색 계통이므로 더러움이 덜 타고 세탁할 때 

비누를 쓰지 않아도 때가 잘 빠진다. 탄닌은 섬유와 

결합하여 응고되면서 섬유질을 단단하고 강하게 하 

는 성질이 있어서 감물염색을 하면 섬유가 빳빳해지 

므로 세탁 후 풀을 하거나 다림질 등의 다른 손질을 

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 섬유가 빳빳해지면 옷감이 

몸에 붙지 않아 체열 발산을 촉진시키며 통기성 이 좋 

아지므로 하절기용 소재로 적합하다.

감물은 원래 수용성이지만 자외선에 반응하면서 

탄닌의 수용성이 약해지고 비수용화되는데, 이처럼 

감물염색을 통하여 비수용화된 옷감은 습기를 받아 

들이는 모세관 현상을 저지하여 방수 및 방습 효과가 

생긴다'". 탄닌은 인체에 안정성이 높은 천연계 항균 

제로”） 방부 작용이 있어 좀이나 벌레의 피해를 막을 

수도 있으며, 감물염색을 하면 자외선 및 가시광선의 

차단 효과도 있다2）.

감물염색의 여러 가지 장점으로 인해 천연염재로 

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지만, 보관이나 염색의 재현 

성 등 천연 염료가 가지고 있는 제한점은 아직도 극 

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m. 패턴디자인과 문화상품의 개발

1. 모티브의 선정과 패턴디자인

본 연구에서는 연꽃무늬, 모란무늬, 수자（壽字）무 

늬, 창살무늬, 구름과 새무늬, 사합여의소화무늬（四 

合如意小花紋）, 삼국시대 개마총 벽화의 의복무늬 등 

총 7가지의 무늬를 모티브로 선정하였다. 패턴디자 

인을 위하여 모티브로 선정된 7종류의 무늬들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단위무늬를 추출하고 Adobe Illus

trator 프로그램을 통하여 각각의 무늬를 재구성하였 

다. 각 무늬 별로 문화상품의 용도에 적 합하도록 크기 

를 축소 또는 확대하였으며, 선을 정리하여 현대적 

조형 감각에 맞도록 디자인하였다.

첫째, 연꽃무늬는 오랜 세월 동안 폭넓게 사용되 

어온 식물무늬 중의 하나로, 불교의 전래와 함께 삼 

국시대부터 각종 공예품의 무늬도 활용되었으며, 고 

려시대를 고쳐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가장 사랑받 

았던 무늬이다成.

연꽃은 불교에서 모든 것을 태어나게 하는 힘을 

상징하며, 더 나아가 환생과 재생을 의미한다. 유교 

에서는 군자의 청빈함과 고고함을 상징하고, 도가에 

서는 팔선（八仙） 가운데 하나인 하선고（荷仙姑）가 항 

상 지니고 다니는 신령스러운 꽃이다.『군방보（群芳 

譜）』에서는 “식물은 꽃을 피운 뒤 열매를 맺으나 연 

꽃은 꽃과 열매가 함께 나란히 생겨난다”고 하여 연 

생（連生）, 곧 '연이어 자손을 얻는다'는 의미를 지니 

게 되었다.

옷감에서의 연꽃무늬는 연꽃 주위를 넝쿨이 둥글 

게 감고 그 사이사이에 연잎과 연방이 달려 있는 연 

꽃넝쿨무늬 형태가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 꾸준히 

나타난다. 특히 16세기에서 17세기 전반기의 출토복 

식에서는 연꽃넝쿨무늬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표적인 식물무늬이다0

다양한 연꽃무늬들 중에서도 본 연구에서는 장기 

정씨（長髻 鄭氏, 1565-1614） 묘”）의 이불에 사용된 

연꽃무늬를 응용하여〈그림 1〉과 같이 패턴디자인 

하였다. 탐스러운 보상화풍의 연꽃을 한 줄씩 엇갈리 

게 배열하고, 그 주위를 C자형 넝쿨이 강하게 휘감고 

있으며, 둥근 넝쿨가지에는 사실적으로 묘사한 연방 

과 연잎을 연결하여 연꽃의 특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연꽃과 무관한 팔메트형 잎을 함께 도안함으로써 전 

체적으로 보상화풍의 느낌을 강하게 주었다.

둘째, 모란은 꽃잎이 탐스럽고 화려하기 때문에 화 

왕（花王）이라고 하며, 부귀를 상징하는 꽃이라 하여 

부귀화（富貴花）라고 불렀다. 모란무늬도 연꽃무늬와 

더불어 대표적인 전통 식물무늬 중의 하나이다. 엄격 

한 신분사회였던 조선시대에도 모란무늬만은 상류층 

과 서민층의 구분없이 가장 애용되었던 무늬로 민가 

의 생활에까지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도자기와 목가 

구, 병풍, 민화 등 공예품에서도 사실적으로 표현된 

탐스러운 모란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11） 이화영, Op. cit., p. 10.
12） 이 혜 선d, ''株汁處理布의 特性에 관한 硏究,” 服飾 28권 （1996）, p. 212.
13） 조효숙, 우리나라 전통무늬 1-직물,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p. 45.
14） 조효숙, Op. cit., pp. 44-45.
15） 포항 내단리 장기 정씨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안동: 안동대학교박물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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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감에서도 모란은 연꽃과 함께 중요한 무늬였는 

더〕, 직조, 자수, 금박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되었다. 

특히, 조선 말기의 혼례복인 활옷과 수저집, 함보자 

기와 같은 혼례용품에서는 빠져서는 안 될 무늬였고, 

굴레, 댕기, 조바위, 노리개, 방장 등 일상생활용품에 

서도 자주 사용되 었다. 특히 17세기 의 여 러 출토유물 

들에서 모란무늬가 많이 등장하는데, 모란꽃 주위를 

C자형 넝쿨이 휘감고 있는 모란넝쿨무늬 형태가 애 

용되 었다坦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모란무늬들 중에서 장기 정 

씨（長髻 鄭氏, 1565-1614） 묘의 솜장옷에 사용된 모 

란무늬를 응용하여 디자인하였다. 모란무늬의 패턴 

디자인은〈그림 2〉와 같이 넝쿨이 거의 원형을 이룰 

정도로 강한 곡선을 이루고 꽃송이의 형태도 매우 장 

식적으로 하여 접힌 꽃잎의 뒷면까지도 세밀히 묘사 

하여 전체적으로 긴장감을 강하게 주었다. 특히 모란 

꽃을 중심으로 배열된 C자형 줄기와 잎을 정제하여 

현대적 감성에 적합한 조형적 특성을 지니도록 하였 

다.

셋째, 문자무늬는 장수, 건강, 평안, 부귀, 자손번 

창 등을 염원하는 길상어구의 글자를 무늬로 표현한 

도안이다. 문자무늬는 조선시대에 유행하여 침구, 보

〈그림 1> 인꽃早늬. 〈그림 2> H 린부늬.

讒 liiii 舞尊 inin輩턔I

，葺，氟质I
K K M.:
■W M 巣
II 滅IBS*

〈그림 3> 수자（亦字）부늬.

〈그림 4> 창살무늬. 〈그림 5> 구름과 새무늬.

is

〈그림 6> 사합여의소화무늬.

16) 조효숙, Op. cit., pp. 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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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개마총 벽화의 의복무늬.

자기, 장롱, 함, 궤, 병푸 그릇, 떡살, 다식판 등과 같 

은 일상 생활용품에서 부터 회화, 건축, 공예에 이르 

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널리 애용되었다.

특히 장수와 건강을 의미하는 수자（壽字）무늬는 

전통무늬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문자무늬 중의 하 

나이다. 수자무늬는 둥근형, 네모형 등 다앙한 형태 

와 서체로 도안되어 사용되었는데, 주로 복자侦畐字）, 

희자（嚣字） 등 다른 문자나 길상식물, 박쥐 등과 함께 

표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문자무늬로 애용되었던 

만큼, 자칫 상투적이거나 지나치게 전통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수자를〈그림 3〉과 같이 한 줄씩 교대로 

배치하고 그 끝이 서로 대각선으로 연결하여 마름모 

형으로 도안함으로써 기하학적이며 현대적인 느낌으 

로 표현하였다.

넷째, 창살은 전통가옥의 특징적인 면으로, 선과 

선이 교차하면서 생기는 선과 면의 분할 및 조합에 

따라 다양한 무늬가 나타난다. 우리나라 창살무늬 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나타나는 것은 삼국시대 이후 

로 주로 벽화나 탑에 나타나 있으며, 특히 조선시대 

창살무늬는 현존하는 건축물 등에 많이 보존되어 있 

다. 창살무늬는 시대, 장소, 위礼 기능, 용도 등에 따 

라 완자（卍字）살, 아자（亞字）살, 정자살, 빗살, 귀갑살, 

띠살, 용자（用字）살, 귀자살, 귀갑살, 숫대살, 꽃살 등 
다양한 형태의 무늬가 있다. 이러한 창살무늬는 기하 

학적 조형요소로 구성되어 현대적으로 재구성하기에 

용이하고, 단순화를 지향하는 현대인의 감성에 적합 

하므로 한국 전통무늬 중 가장 많이 응용되는 무늬 

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창살무늬 중 조선 후기에 

지어진 경상남도 칠곡군 송림사 대웅전의 창살무늬 

를〈그림 4〉와 같이 활용하였다. 송림사 대웅전의 창 

살무늬를 기본으로 하여 약간의 변화를 준 것으로, 

소슬꽃무늬를 바탕에 깔고 중심에 연꽃무늬를 넣어 

패 턴디자인하였다.

다섯째, 구름무늬는 고대부터 애용되어온 대표적 

인 무늬로 현재까지는 조선시대의 전형적인 구름무 

늬인 사합여의（四合如意）형태의 구름무늬가 주로 활 

용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와는 달리 자유 

로운 조형성을 보여주는 고려시대의 구름무늬를 활 

용하기 위하여 고려시대 1302년 아미타불복장물（阿 

彌陀佛腹藏物） 중 능（綾）직물에 시문된 무늬를 이용 

하였다. 패턴디자인은〈그림 5〉와 같이 가는 곡선에 

의하여 섬세하게 묘사된 구름무늬를 직물 전체에 불 

규칙적으로 분포하였으며, 그 사이사이에 날개를 펼 

쳐 날고 있는 새무늬를 불규칙적으로 배열하였다.

여섯째, 사합여의소화무늬（四合如意小花紋）는 고 

려시대인 1302년 아미타불복장물（阿彌陀佛腹藏物） 

중 라（羅）직물에 시문된 것을 응용하였다.〈그림 6> 

과 같이 절지형의 작은 꽃무늬와 구름머리 부분이 네 

덩어리로 뭉쳐진 형태의 사합여의무늬를 단위무늬로 

하였다. 한 줄은 작은 꽃무늬만을, 다른 한 줄은 작은 

꽃무늬와 사합여의무늬를 번갈아 배치하여 변화를 

주었다. 이 무늬는 고려는 물론 송나라 때에도 많이 

나타나는 무늬로, 고려시대 무늬들의 특징인 공간이 

있고 단조로우면서도 규칙적인 배열에서 오는 정돈 

된 느낌을 주도록 하였다.

일곱째, 삼국시대 개마총 벽화에 나타난 의복의 

무늬는 평안남도 대동군 자족면 노산리 개마총 벽화 

에서 주인공 여자가 입은 포（袍）의 선단에 나타난 무 

늬이다. 이 무늬를 응용하여〈그림 7〉과 같이 불규칙 

하여 자유로운 느낌을 주는 격자무늬 중앙에 크기가 

다른 불규칙한 원형의 무늬를 배치하여 기하학적이 

면서도 현대적인 느낌을 주도록 하였다.

2. 무늬의 날염

감물을 이용하여 실크스크린 기 법으로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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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과정으로 무늬를 염색하였다.

첫째, 염색할 옷감을 중성세제를 탄 끓는 물에 삶 

아 정련한 후, 평평하게 다린다.

둘째, 풋감으로 즙을 낸 감물을 준비한다.

셋째, sodium alginate 50g에 물 500cc의 비율로 섞 

은 용액을 약한 불에 끓여 기본 용액을 만든다.

넷째, 풋감으로 즙을 낸 감물을 기본용액의 1/2 정 

도로 넣어 잘 저어 골고루 섞어준다. 이 때 염색 후 

발색되는 색상을 진하게 하려면 감물을 기본용액의 

1/2보다 조금 더 넣어주고, 연하게 하려면 조금 적게 

넣어 조절한다.

다섯째, 염색하고자 하는 원단 밑에 색이 베어 나 

오지 않도록 종이나 원단을 깔고 실크스크린 판을 놓 

은 후, 준비한 염료를 적당량 덜어 스퀴지로 일정한 

압력을 실크스크린 판에 골고루 주면서 밀어 건조시 

킨다. 이 때 소재와 패턴디자인에 따라 힘을 조절한 

다. 실크노방처럼 섬세한 소재는 힘을 많이 주면 무 

늬의 외곽선이 뭉그러지므로 힘을 덜 주고, 삼베처럼 

성근 것은 염료가 섬유 사이사이로 잘 침투할 수 있 

도록 힘을 더 준다. 또, 무늬가 섬세한 것은 약한 힘 

을 골고루 주며, 한 번 찍은 후 반드시 실크스크린 판 

을 갈아주어야 한다.

여섯째, 적정 시간 동안 스티밍한 후 건조시킨다. 

스티밍할 때에는 이염되지 않도록 옷감과 옷감 사이 

에 종이를 넣어준다. 스티 밍하는 시간은 옷감이 얇고 

크기가 작은 것은 20분 정도하며, 옷감이 두껍고 크 

기가 큰 것은 45분 정도가 적당하다.

염색에 사용된 섬유 소재는 면으로는 광목과 옥스 

퍼드, 마는 린넨과 모시, 실크는 노방, 폴리에스터는 

인조스웨이드를 선정하여 동일한 감물염색 일지라도 

소재를 다양하게 사용함으로써 무늬의 느낌에 변화 

를 주었다. 또한, 인테리어용 쿠션에 활용할 인조스 

웨이드에는 무늬부분의 요철 효과뿐만 아니라 광택 

효과를 위하여 금 • 은박가루를 첨가하여 디자인의 

다양성 을 추구하였다. 폴리 에스터 의 인조스웨 이드는 

드라이클리닝 제품이지만 인테리어용 장식 쿠션은 

세탁이 자주 필요한 품목이 아니므로 선정하였으며, 

금 • 은박가루가 스웨이드의 미세한 극세사 섬유 내 

에 흡착되어 드라이클리닝을 하여도 탈락이 거의 없 

이 효과적으로 고착됨을 확인하였다.

3. 문화상품의 제작

감물염색으로 날염된 소재들을 사용하여 보편적 

인 문화상품들을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패턴디 

자인을 시도한 7가지 무늬 중 문화상품에 적합하다 

고 판단되는 연꽃무늬, 모란무늬, 수자（壽字）무늬, 창 

살무늬의 4가지 무늬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였으며, 

구름과 새무늬, 사합여의소화무늬（四合如意小花）, 삼 

국시대 벽화의 의복의 무늬는 향후 복식류 제작에 활 

용하고자 한다. 제작된 문화상품들의 종류와 소재는 

다음과 같다.

〈그림 8〉은 연꽃무늬의 다도용 플레이스 매트와 

컵받침으로 전통무늬이면서도 현대적이고 단아한 느 

낌을 주어 다도와 어울리도록 활용하였다. 소재는 잦 

은 세탁에 편리하도록 실용성을 고려하여 플레이스 

매트는 린넨을, 컵받침은 옥스퍼드를 사용하였다. 플 

레이스 매트와 컵받침의 뒷면은 무늬를 넣지 않고 제 

작하여 서로 다른 면을 사용할 시도 어울리도록 하였 

다.

〈그림 9〉는 연꽃무늬의 예물보자기와 지갑이다. 

예물보자기의 소재는 품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실 

크노방을 사용하였다. 지갑은 겉감은 내구성을 고려 

하여 옥스퍼드를 사용하여 날염하고 안감은 시판되 

고 있는 전통옷감인 모본단을 사용하였다. 모서리부 

분은 전통 바느질법 중의 하나인 사뜨기를 하여 튼튼 

하면서도 장식성을 가미하였다.

〈그림 10〉은 연꽃무늬의 쿠션이다. 쿠션의 소재는 

동절기용으로 인조 스웨이드를 사용하여 포근하면서 

도 장식성을 고려하여 금 • 은박 가루를 첨가 날염하 

여 광택의 효과를 주었다.

〈그림 11〉은 모란무늬의 플레이스 매트와 쿠션이 

다. 플레이스 매트의 중앙 부분은 무늬가 없는 광목 

을 사용하였고, 가장자리 4면에는 광목에 모란무늬를 

날염하여 전통무늬를 활용하였으나, 양식기와도 어울

〈그림 8> 연꽃무늬의 다도용 플레이스 매트（린넨）와 

컵 받침 （옥스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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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연꽃무늬의 예물보자기（실크노방）（상）과 지 

갑（옥스퍼드, 모본단）（하）.

〈그림 10〉연꽃무늬의 쿠션（인조스웨이드）

리도록 디자인하였다. 쿠션은 하절기용으로 계절감 

을 고려하여 시원한 촉감을 주도록 모시를 사용하였다.

〈그림 12〉는 수자（壽字）무늬의 플레 이스 매트와 쿠

〈그림 11> 모란무늬의 플레이스 매트（광목）（상）와 쿠 

션（모시）（하）.

〈그림 12> 수자（壽字）무늬의 플레이스 매트（린넨）와 

쿠션（인조스웨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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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창살무늬의 전등갓（광목）.

션이다. 플레이스 매트의 중앙 부분은 무늬가 없는 

린넨을 사용하고 가장자리 4면에는 린넨에 기하학적 

인 느낌의 수자（壽字）무늬를 날염하였다. 플레이스 

매트는 잦은 세탁에 편리하도록 실용성을 고려하여 

광목과 린넨을 소재로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쿠션은 

〈그림 10〉의 연꽃무늬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인조 

스웨이드에 금 • 은박 가루와 함께 날염한 것이다.

〈그림 13〉은 창살무늬 의 전등갓이 다. 빛의 투과 정 

도를 고려 하여 무늬가 없는 부분과 무늬 가 있는 부분 

의 비율이 유사하도록 디자인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육각형과 원형의 꽃무늬인 창살무늬가 빛을 연상하 

도록 하였다. 전등갓은 빛의 투과 정도와 실용성을 

고려하여 광목을 소재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문화상품에서 알 수 있듯이 감물염색은 

면, 마, 견 등의 천연 소재뿐 아니 라 인조 스웨 이드에 

도 날염되어 특이한 텍스쳐를 나타내므로 다양한 소 

재에의 활용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다. 또한, 감물 

염색 단독 사용만이 아니라 금 • 은박 가루와 함께 사 

용하여 장식성을 추가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여 주었 

다. 이러한 시도를 통하여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한 신 

소재에도 감물염색을 응용하고, 혼용이 가능한 재료 

를 개발하여 기존의 염색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효과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M 결론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전해내 

려 온 감물염색을 날염기법인 실크스크린을 통하여 

현대적으로 표현하였다. 우리의 전통무늬를 활용하 

여 직물 패턴을 디자인하고 이를 활용하여 현대인의 

미적 감성에 적합한 문화상품으로 개발함으로써 전 

통과 현대의 조화를 꾀하고자 하였다.

무늬는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사용된 

전통직물의 무늬 중 연꽃무늬, 모란무늬, 수자（壽字） 

무늬, 창살무늬, 구름과 새무늬, 사합여 의소화무늬（四 

合如意小花紋）, 삼국시대 개마총 벽화의 의복무늬 등 

7가지를 모티브로 선정하였다. 패턴디자인은 Adobe 

Illustrator# 이용하여 문화상품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전통직물 무늬의 조형성을 현대적 감각에 맞도록 재 

구성하였다. 문화상품의 제작은 이중 연꽃무늬, 모란 

무늬, 수자（壽字） 무늬, 창살무늬의 4가지를 우선적으 

로 활용하였다.

감물염색은 탄닌 성분이 섬유와 결합하여 응고되 

면서 섬유를 단단하고 강하게 하므로, 감물로 날염하 

면 직물 표면에 요철 효과를 주어 일반 날염과는 차 

별화되는 입체적인 재질감을 얻을 수 있었다. 날염에 

사용된 소재는 광목, 옥스퍼드, 린넨, 모시, 실크노방, 

인조스웨이드로 동일한 감물염색일지라도 소재를 다 

양하게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텍스처의 변화를 주었 

다. 또한, 인조스웨 이드 등 일부 소재에는 광택 효과 

를 위하여 금 • 은박 가루를 첨가하여 혼용 재료의 가 

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였다. 제작된 문화상품은 플 

레이스 매트 컵받침, 쿠션, 예물보자기, 지갑, 전등갓 

등으로 용도에 따라 무늬 와 소재를 다양하게 활용하 

였다.

본 연구는 단순히 전통을 재현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대감각에 맞는 새로운 직물의 패턴 디 

자인과 이를 활용한 문화상품의 개발 가능성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 우리의 전통염색과 전통무늬를 현대 

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향후 현대 감성과 국제 감각에 

맞는 다양한 상품으로 발전시킨다면 한국의 이미지 

와 미의식을 널리 알리는 세계적인 문화상품을 창출 

하는 것도 결코 요원한 일만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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