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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trend of modem society that places importance on health and happiness. By using 
gilsang （signs that brings good fortunes） patterns that wishes for fortune and health,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sign a distinct but universal fashion 흥ood that is imi악ue to Korea and is used not g야y as a piece of 쵸rtwork, 
but as p쵸rt of development of new and assorted cultural products that is competitive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This study was conducted first by studying related documents for the theoretical background. In addition, in order 
to satisfy consumer demands, a jacquard that can procur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was designed and fashion 
goods fitting to this was planned. Through this, the various possibilities of using the jacquard designs were suggested.

The development process of fashion 홍oods using jacquard was divided into 10 stages: theme setting, gilsang 
pattern setting, sketching, textile plan, design organization, input, simulation process, perforation and sewing, 
selection of design for the fashion good and goods production.

Fashion materials are a very important element in creating variations and uniqueness in the fashion industry. 
Development of new materials has made the aesthetic and ornamental elements, together with the practical and 
functional aspects of textiles possi비e, A major issue today is rising out of the past mass production method of 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and developing various artistic patterns that can be used in mass-produced 
products and assorted production in small quantities in order to develop specialized feshion 응oods.

Key words: fashion goods（패션상품）, Gilsang 网花*（길상문 잉）, jg扑M（자카드）.

calism）화° 되어가고 있으며, 문화와 생활양식이 범

I . 서 론 세계적으로 일원화되는 가운데 자민족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이미지 창출은 국가 경쟁력을

1. 연구목적 및 의의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 우

21세기는 정보화, 개방화 시대로 글로컬리즘（gio- 리나라에서도 민족적 정체성에 관심을 가지고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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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화와 지역화를 합한 새로운 걔념의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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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한국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많은 요소들 중 문양은 

언어나 문자와 마찬가지로 한 민족과 그들이 살아온 

자연, 생활환경에 따라 고유한 형태를 지니고, 우리 

민족의 생활정서와 감정이 가장 솔직하게 표현되어 

있어 우리나라만의 상징성과 특색을 지니고 있다2）. 

또한, 문양은 그 종류가 다양하여 응용의 폭이 넓고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어 현대적인 감 

각과 접목시켜 재 표현할 수 있는 요소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건강과 행복을 중요시하는 현대사회의 

흐름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문양 가운데 현세의 

복과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를 지닌 길상문양을 모티 

브로 하고, 상품의 고급화를 위하여 자카드 직물을 

시직해서 우리나라만의 독특하고 보편적이면서 한 

국적인 특성을 지닌 패션상품을 디자인하여 단순한 

작품이 아닌 국제사회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새롭고 

다양한 패션 상품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자카드에 관한 선행 연구는 자카드 직기, 자 

카드 직물의 문양 및 디자인 개 발, CAD를 활용한 자 

카드 디자인 개발, 자카드 직물의 디자인 개발을 위 

한 의장 관련 연구 등으로 자카드 직기나 직물디자 

인, CAD 시스템 등을 각각 연구하거나 자카드 직기 

를 사용하여 자카드 직물을 디자인하는데 서 그 연구 

가 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전통적 인 문 

양 중 길상문양을 모티브로 다양한 자카드 직물 디 

자인을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경쟁력을 갖춘 상품 

을 개발하여 판매로까지 이어지게 하는데 연구의 의 

의가 있다고 하겠다.

2. 연구방법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이론적 배경으로 한 관련 

문헌을 고찰하고, 둘째, 선호도 조사를 통하여 길상 

문양을 선정하고, 셋째, 선정된 길상문양으로 다양한 

자카드 직물을 디자인 및 시직하고 넷째, 이에 따른 

패션상품을 기획 제작하였다.

상품 기획에 사용한 문양의 색은 2007 F/W 유행 

컬러 트렌드에 근거하여 선정하였으며, 문양은 의류 

학과 전공 대학원생 30명을 대상으로 2006년 11월 8 

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가장 

선호도가 높은 8가지의 길상문양을 선정하였다. 선 

정된 8가지 길상문양의 종류는 엽전문, 연화문, 나비 

문, 잉어문, 운문, 모란문, 석류문, 포도다람쥐문이다.

n. 이론적 배경

1. 길상문양의 의의와 종류

길상（吉祥）이란 글자는〈장자（庄子）〉의 “허실생백 

（虛室生白）, 길상상상（吉祥上上）”에서 처음 사용되었 

다. 길상문（吉祥文）은 길상의 뜻을 내포하는 장식문양 

으로 “우의문양（寓意紋樣）”이라고 한다. 중국의 경우, 

일찍부터 길상도안의 사용이 일반화되었음을 상주시 

대의 옥조각과 청동기를 통해 알 수 있다. 한 예로 베 

이징 핑구（平谷）, 허난 정조우（鄭洲） 등에서 출토된 상 

대의 청동기에는 머리와 꼬리가 이어진 형태의 물고 

기 문양（魚紋）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당시 사람들 

이 이미 물고기에 길상의 우의를 부여해 물고기의 뱃 

속에 알이 많은 생태 습성을 빌어 다자다복（多子多福） 

을 희망하는 기원을 표현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3）.

이렇듯 소박하게 시작된 길상문의 사용은 정신문 

화의 발달과 더불어 더욱 다양해지면서 민간에까지 

전파되 어 유행 되 었으며, 시 간이 흐름에 따라 보다 복 

합적인 상징성을 내포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국 전통 길상문양은 한국인의 미의식의 한 표현 

이며, 한국의 문화 풍토에서 불교, 유교, 선가신앙과 

같은 종교, 사상 등의 정신세계가 함께 작용하여 표 

현된 조형의지이다. 한국의 전통문양은 감상을 목적 

으로 하기보다는 신사를 통하여 생활을 순조롭게 하 

고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는 삶의 자세에서 쓰여졌으 

며, 평안, 장수, 화목, 건강과 생활의 풍요로움을 기 

원하는 등 여러 가지 관념적 요소를 상징화하였다勺.

한국의 조형예술에 나타난 길상문의 특징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2） 이소진, ''조선시대 복식에 표현된 문양 연구”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pp. 1-2.
3） 周迅，高春明，中國衣冠服飾大辭典,（上海：辭書出版社，1996）, p. 577.
4）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한국의 무늬,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5）, p. 12.
5） 장수경, ''한국전통문양의 종류, 표현유형, 구성형식 및 적용대상에 따른 감성이미지와 선호도” （충남대학 

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9）,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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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한국의 문화는 역사적으로 볼 때, 발생문화 

가 아니라 수용문화였다. 그러나 어느 시대를 보더라 

도 외래의 것을 그대로 모방하지 않고 우리의 것으로 

전치변용（轉置變容） 시켜서 독자적인 것으로 발전시 

켰다. 조형예술에 있어서 그 장식적인 요소인 문양도 

외래적인 것이었지만 그 표현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조화와 통일을 꾀하여 우리의 생활감정을 담은 문양 

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둘째, 과거 한국문화의 사상적인 지주였던 불교와 

유교 및 도교신앙은 한국인의 인생관을 소박하게 만 

들었고, 지리, 풍토적인 자연조건은 한국인의 인생을 

더욱 순박하게 길러 여기서 우러나오는 생활감정 또 

한 순진하여 그 문양의 표현에 있어서 기교를 모르고 

수다스럽지 아니하며 단순한 조형미를 추구하되 그 

속에는 해학미가 들어 있다.

셋째, 정치적인 지배와 문화적인 지배는 항상 저 

항의식을 기르게 된다. 한국 역사상 잦은 외부의 침 

략과 외래문화의 영향은 어떠한 역경에서라도 견디 

어 낼 수 있는 강한 의지력, 즉 자주정신으로 나타났 

으며, 그 정신은 전통을 전승하면서 문화와 예술의 

영속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전통 길상문 형성의 근본을 이루는 

한국인의 전통 미의식은 한국의 자연적, 역사적, 종 

교적 바탕 위에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한국 

미술 전반에 나타난 자연주의적 특성과 자연의 리듬 

과 인위적인 리듬의 평형이 자연스럽게 표출된 길상 

문의 형태나 구성에도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전통유물에서 접할 수 있는 길상문양의 종류와 그 

상징성은〈표 1〉과 같다.

2. 자카드（Jacquard） 직물의 일반적 특성

자카드 직물은 각종 조직을 조합 또는 색사를 사 

용하여 복잡한 문양을 나타낸 직물을 총칭하나, 일 

반적으로 특수 직기를 사용하여 문양을 나타낸 직

〈표 1> 한국전통 길상문의 종류와 상징적 의미

분류 종류 상징적 의미

동물 문양

봉황（鳳凰） 길복（吉福）, 상서로움, 인애, 자비

거북（龜） 신령,•영년불사（永年不死）

학（鶴） 장생, 장수, 청렴, 고결,.문관의 상징

박쥐 （蝙蝠） 행복, 장수

나비 （躁） 즐거움, 행복, 장수, 다남

잉어 （鯉魚） 출세, 효행, 자손번창

식물 문양

모란（牡丹） 부귀, 화목

복숭아（天桃） 다수（多數）

석류（石榴） 다남（多 男）

불수감（佛手柑） 다복（多 福）

국화（菊花） 상서, 고상함, 품위

포도（葡萄） 다남, 다산, 장생

호로박（胡虜） 자손번창, 제마（製麻）, 신약（神藥）

포도다람쥐 （葡萄松鼠） 부귀, 자손번성

연화（蓮花） 생명창조, 번영, 자손

기하학적 문양

파문（波紋） 길상

만（卍） 윤회, 영원불멸

엽전（葉錢） 벽사（辟邪）, 부유（富有）

자연 문양 운（雲） 장수

길상문자 문양 수（壽）, 복（福）, 희（韻） 길상적 의미를 직설적으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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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또는 2가지 이상의 조직을 짜 맞추어서 짜 넣거 

나 색실을 이용하여 직물에 여러 가지 무늬를 나타 

낸 직물로 정의된다。.

자카드 직물은 “융단, 무늬를 두드러지게 짠 천, 다 

마스커스 비단, 그리고 고급 옷감을 생산하는데 중요 

한 몫을 차지 한다9”라고 규정 하였다. 따라서 자카드 

직물은 다양한 색사를 사용해서 만든 무늬가 있는 

직물을 총칭 하거나 직조에 의해 문양이 나타나는 직 

물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제직 중에 무늬를 형성하는 선염방식의 자카드 직 

물은 후염 및 날염방식보다 무늬 표현이 정교하고 

고급스러우며 색상 표현이 풍부하다. 이와 더불어 

문양의 섬세함과 짜여지는 조직 변화로 입체감이 뛰 

어나며, 견고성을 지녀 멋과 중후함으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 때문에 

자카드 직물은 오늘날 직물 중에서는 최고급 직물로 

통용되고 있으며, 그 사용량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덧붙여 소비자 취향과 스타일이 다양화되 

고 있는 흐름에 맞추어 자카드 직물 디자인 개발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顺

in. 자카드 직물을 활용한 패션상품

자카드 직물은 색상 표현이 풍부하고, 문양의 섬세 

함과 짜여지는 조직의 변화로 입체감이 뛰어나며, 두 

텁고 뛰어난 견고성을 지녀 무게 있는 화려함과 고급 

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는 것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 

다. 공정과정이 다른 조직이나 직물에 비해 까다로워 

가격이 비싸지만 자카드 직물만이 가지는 장점과 특 

성으로 생산과 소비가 증가, 오늘날 직물 중에서는 

최고급 직물로 알려져 그 사용량이 점점 늘어가고 있 

는 실정이다“).

자카드 직물은 용도 측면에서 넥타이와 의류용 실 

크 직물 등 부가가치가 높은 패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소재로서의 가치가 높다. 폴리에스테르 직물일 

경우 일반 직물은 야드 당 1.5달러 정도이나, 자카드 

직물은 3달러 정도에 거 래 된다. 실크 소재의 경우, 일반 

직물은 7〜8달러이나, 자카드 직물은 10〜 18달러에 거 

래되고 있다. 이처럼 자카드 직물은 일반 직물보다 가 

격이 비싼 고급제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2).

현재 자카드 직물은 크게 의복과 실내 인테리어 

장식, 액세서리, 침구류에 많이 쓰여지고 있다.

의복에 있어서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추구하는 

여성복과 남성복에서 많이 이용되어지고 주로 재킷 

이나 슈트, 코트 등의 아이템에서 볼 수 있으며, 언더 

웨어에서도 사용되어지고 있다.

실내 인테리어에서는 소파 커버, 쿠션, 커튼, 카펫, 

벽지, 테이블보에 사용되어, 실내장식에 있어서 고급 

이미지 연출을 위해 자카드 직물이 사용되고 있다.

액세서리에서도 넥타이, 핸드백, 모자, 머플러에 

서 주목을 받으며 사용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넥 

타이 활용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침구류도 시트 커버, 베개, 이불, 침대 등에 사용되. 

고 있어, 고급 이미지 연출을 위한 방법으로 자카드 

직물이 꾸준히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자카드 직물의 용도는 다양한 분야에서 고 

급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한 용도로 다양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현재도 그 사용량이 계속 늘어 

나고 있다.

자카드 직물에 사용되는 문양은 식물, 동물, 길상 

순으로 많이 사용되며, 현대에도 식물문이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길상문이 점차 늘고 있으며, 

문양에서 어떤 의미를 찾기보다는 미적 감각을 중요 

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손혜원, “한복지를 위한 문직문양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5), p. 15.
7) 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 (서울: 동아출판사, 1985), p. 408.
8) 한국섬유공학회 한국섬유산업 협회, 섬유사전, (한국섬유공학회 한국섬유산업 협회, 1982), p. 632.
9) R. M. Dawson, "CAD/CAM Systems for Dobby and Jacquard Weaving,M Textiles Vol. 42 (2002), pp. 77-94.

10) 마정원, “이 응노의 문자추상을 응용 한 자카드 텍 스타일 디 자인” ( 이 화여 자대 학교 디 자인 대 학원 석 사학위 

논문, 2004), p. 16.
11) 윤수영, “DBTM V2를 이용한 쟈카드직물에 관한 연구”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p. 5.
12) K. Osaki, “High quality color research on jacquard textiles by only eight kinds of color images," Proceedings 

of SPIE 4421 (2003), pp. 740-744.
13) 유지헌, “한복지 문양에 관한 연구: 문직물에 대하여” (상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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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리나라 자카드 견직물의 패턴 디자인은 

외국의 다양하고 개성있는 패턴에 비추어 종류가 적 

으며 변화가 부족하다. 더구나 디자인 개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외국 디자인의 무절제한 모방과 무의 

식적인 답습으로 인해 우리 독창적인 디자인을 찾아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자카드 견직물의 고급화와 패턴디자인의 

개발은 우리나라 견직물 산업의 발전과도 직결된 문 

제이므로 다양하고 개성적인 패턴에 관한 연구가 절 

실히 요구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대 감각에 맞 

으며, 한국적 인 독특한 미를 표현하여 우리의 고유한 

미감을 세계에 알리고 현대인의 미적 욕구에 부응하 

는 직물의 패턴디자인 개발과, 또한 이를 활용하여 

상품 제작과 판매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 

다고 볼 수 있겠다.

IV. 길상문양을 응용한 패션상품 

제작 및 분석

1. 디자인 요소

패션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욕구 

를 충족시켜주며,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복과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를 지닌 길상문양을 패션 

상품의 모티브별로 활용하여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패션상품을 디자인화 하여 국제사회에서도 경쟁력 

을 갖춘 국제적인 명품 제품을 디자인하고자 한다.

제품 제작을 위한 길상문양의 선정은 의류학과 전 

공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길상문양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여 20가지 문양 중 가장 선호도가 높은 8가지 

문양을 선정하여 제품 제작을 위한 디자인 요소로 사 

용하였다（표 2）.

〈표 2〉모티브로 사용한 길상문양

길상문양 디자인의 상징성

잉어문

奴--' &

'• i的
蠶.^^薈^窶쇼

七g .气*以

if-W * 盘气 噸
,, 、k %

打*■泸 K Xi"

, 七、긍沁

k < J

남성은 입신출세와 등용, 여성은 부귀와 자손번창을 기원

연화문

r» * • r 
f七•=

•- .,宀，.-

3흐¥；，«

顷 

tel
재생을 의미. 불가에서는 초탈（超脫）, 정화（淨化）의 상징. 민간에 

서는 장수, 건강, 명예, 출세, 행운의 상징

모란문

—츠. ■■즌뜨
% M —

번* 련헌終

'그%W 云粉

蔭WK!

'、澄J
부귀와 번창의 상징인 ''부귀화（富貴花）''라고도 하며, 재복, 다남, 

수복, 인연, 화목, 번영 등의 다양한 길상의 의미

운문

暨►二乙 a, 
e**僉“3，MR

曾；，点 1 Am f 1 [.!粤k 
夕*w*w****w*천**嗔 
-哼l.차*■, »*.0炒=，

**G*K*W*<W*W*W>K*
铲

, 皿바，心" ,

-”»a 3S+EE o
W■必跡
啷zW嶂W吟声g*切孕*安*9 I二 心”一 X '

만물을 소생시키는 존재,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신령스러운 힘이 

신분을 나타내는 관복（官服）어】 많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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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계속

길상문양 디자인의 상징성

석류문

幽龄感飕）贏餾 

够懺龄感维為€ 

勢參巒聲鶴，鬱g 
盪銀扃卷鹽晶€ 

慾芻磁験臨曜金 a a f

과실 안에 씨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다자（多子）를 상징하여 

자손의 번성을 기원하는 의미

엽전문

■
\ U 七*、D°®°1

/。0°
新毎

0 O 0 f 
q n .々心' 0 a

천원지방（天元地方）이라 하여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는 

것을 상징하며 이것을 연속적으로 연결지어 장식한 것을 십전도 

（十全圖）라 하여 모든 일이 모두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뜻 

이 숨어 있음

포도

다람쥐 문 二* 혀h
板｝ * f 領•씻

普q金

포도의 상징으로는 한 덩어리에 수많은 송이가 달려 있으므로 자 

손번성을 상징, 다람쥐는 자식을 상징하여서 포도다람쥐문은 부 

귀와 자손의 번성을 기원하는 이중적인 길상문

나비 문

헉M畔 혁源 二

* 꽃을 찾아 날아드는 형상이 아름답고 우아하여 혼인의 상징으로 

도 비유됨

2. 제품 디자인

8가지 모티브를 이용하여 각각의 모티브별로 슬 

리브리스 원피스 4벌, 바지 투피스 2벌, 스커트 투피 

스 2벌로 구성하였다. 슬리브리스 원피스는 각각의 

목둘레선과 주름, 지퍼를 달리하여 변화를 주어 4벌 

을 제작하였다. 바지 투피스는 테일러드 칼라와 윙 

칼라로 각각 디자인 하여서 차이를 두었으며, 바지는 

옆선라인에 자카드 선을 댄 것과 뒤 엉덩이 부분에 

포켓을 달아 나누어서 제작하고자 한다. 그리고 스커 

트 투피스 중 한 벌은 개발한 실크 자카드 소재만으 

로 테일러드 재킷과 H라인 스커트를 제작하였으며, 

또 다른 한 벌은 실크 블라우스에 양쪽 가슴 부분의 

포켓과 칼라 그리고 벨트에만 개발한 실크 자카드를 

사용하여 포인트를 주었고, 스커트는 개발한 실크 자 

카드만을 사용하여 네 쪽 고어스커트를 제작하고자 

한다｛표 3）.

3. 패션상품 제작

1） 작품 I

작품 I 은 엽 전문의 원피스 드레스이 다. 2007 F/W 

유행경향인 허리선이 약간 위로 올라갔으며, 앞 

면에 맞주름을 잡았다（그림 2）. 색상은 하늘색과 회 

색을 같이 사용하였으며, 길이는 무릎길이이다. 슬리 

브리스로 목은 브이네크라인으로 하였으며, 프린세 

스 라인으로 날씬해 보이는 효과를 주었다. 허리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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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작품계획서

작품

번호
모티브 구성 소재 작품색상 작품사진

I 엽전문
One-piece
Dress

실크 

쟈카드

Sky blue 
Gray D

n 연화문
One-piece
Dress

실크 

쟈카드

Pink peach
Peach P

皿 나비 문
One-piece
Dress

실크 

쟈카드

Blue ash 
Salmon-pink

IV 잉어문
One-piece
Dress

실크 

쟈카드

Oyster 
white

V 운문

Two-piece
Dress 
(Jacket+Skirt)

실크 

쟈카드

Indigo 
dark gray

■해
VI 모란문

Two-piece
Dress 
(Jacket+Skirt)

실크 

쟈카드, 

실크

Grape 
royal-purple

■

，.힌1」

석류문

Two-piece
Dress 
(Jacket+Pants)

실크 

쟈카드, 

모혼방

White

训
포도 

다람쥐문

Two-piece
Dress 
(Jacket+Pants)

실크 

쟈카드, 

모혼방

Wis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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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삭품 1: 엽진문 원피스 드레스.

30인치, 엉덩이둘레는 38인치, 원피스길이는 40 

인치로 뒤 목둘레에서 엉덩이 부분까지 지퍼를 

달았다.

2） 작품 II
작품 II 는 연화문의 원피스 드레스로 역시 허리선 

이 약간 위로 올라갔으며, 옆선에 지퍼를 달았다. 프 

린세스 라인의 슬리브리스 원피스로 스퀘어 네크라 

인으로 허리는 30인치이며, 힙은 38인치로 원피스 길 

이는 40인치이다. 색상은 분홍빛이 나는 복숭아 색을 

썼다（그림 4）.

〈그림 4〉작품 H: 연화문 원피스 드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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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품 III

작품 ni은 나비문으로 슬리브리스의 보트 네크라 

인의 원피스이다. 보트 네크라인의 진동둘레에 프린 

세스 라인을 주어 날씬하게 보이는 효과를 주었으며, 

a라인의 스커트로 지퍼는 뒷 중심선에 있다. 허리둘 

레는 30인치, 힙은 38인치, 원피스 길이는 40인치이 

다. 색상은 스카이블루색과 분홍색을 썼으며, 무릎길 

이의 원피스로 날씬해 보이는 효과를 주기 위해 프 

린세스 라인을 주었다（그림 6）.

4） 작품 IV
작품 IV는 잉어문으로 슬리브리스의 원피스로 가 

슴선을 살리기 위해 다아트를 넣었으며, 지퍼는 옆선 

에 부착하였다. 스커트의 앞면에 맞주름을 잡아서 활 

동에 편리함을 주었으며, 색상은 흰색에 가까운 크림 

색을 썼다（그림 8）.

〈그림 6〉작품 ID: 나비문 원피스 드레스. 〈그림 8> 작품 IV: 잉어문 원피스 드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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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작품 V
작품 V는 운문의 스커트와 재킷으로 구성된 투피 

스이다. 테일러드 재킷은 원버튼이며, 소매에는 트임 

을 주어서 단추 세 개를 달았다. 스커트는 허리 28인 

치이며, 길이 22인치로 힙은 36인치이다. 지퍼는 옆 

에 달았으며 H라인의 실루엣으로 옆에 맞주름을 주 

어서 활동에 편안함을 주도록 제작하였다. 색상은 

남색과 어두운 회색으로 정장의 우아함을 표현하였 

다(그림 10).

6) 작품 M
작품 VI은 모란문의 스커트와 블라우스로 이루어졌 

으며, 허리에는 끈으로 포인트를 주었다. 칼라(Collar) 

와 앞가슴의 포켓 그리고 벨트는 복지용으로 소재가 

개발된 것을 썼으며, 분홍색의 실크를 배색으로 사 

용하였다. 스커트는 4폭의 고어 스커트로 제작하였 

다(그림 12).

〈그림 11> 작품 VI의 도식화.

《그림 10〉작품 V: 운문 스커트 투피스. 〈그림 12〉작품 VI: 모란문 스커트 투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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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작품 VII
작품 VI은 석류문의 재킷과 바지의 투피스이다. 

재킷은 검은 모혼방의 원단에 소재 개발된 석류문 

이 윙칼라와 포켓에 달렸으며, 투버튼으로 소매에 

트임이 있으며 사이드 벤트이다. 바지는 옆선에 1 

인치 너비로 배색감으로 개발된 실크자카드 소재 

가 들어갔으며, 엉덩이 부분에 입술 포켓이 달려있 

다（그림 14）.

8） 작품 VI
작품 训은 포도다람쥐문의 테일러드 재킷과 바지 

투피스이다. 재킷은 테일러드 칼라와 플랫 포켓에 개 

발된 소재가 사용되었으며, 소매는 트임이 있고 세 

개의 단추가 붙었으며 트임은 센터벤트이다. 바지는 

허리선에서 1인치 내려오는, 밑위길이가 짧은 유행 

디자인으로 엉덩이 부분에 플랫 포켓으로 단추가 달 

려있다（그림 16）.

〈그림 13〉작품 W의 도식화 〈그림 15〉작품 皿의 도식화.

〈그림 14〉작품 通: 석류문 바지 투피스 〈그림 16〉작품 W: 포도다람쥐문 바지 투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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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한국적 이미지를 대표하는 많은 요소들 중 우리 

민족의 생활정서와 감정이 가장 솔직하게 표현되어 

있는 언어나 문자와 마찬가지로 문양은 우리나라만 

의 독특한 특색이 내포되어 있다.

문양은 또한 현대적인 감각과 접목시켜 다양한 방 

법으로 재 표현할 수 있는 요소라 생각된다. 생활한 

복을 비롯한 현대 패션에서 문양의 활용도는 다양하 

게 표현되지만, 디자이너들의 작업은 작품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자카드 산업은 고가의 설비를 필요로 함은 물론 

패션디자인을 위한 디자인 중심의 산업으로 유행을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인 디자인을 필요로 한다. 최 

근 국내 자카드 업계는 디자인에서 제품 생산에 이르 

는 전 공정을 컴퓨터 시스템화하여 다양한 자카드 직 

물을 생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자카드 기계 및 

자카드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여건 미비는 전문 자카 

드 디자이너 양성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뿐만 아 

니라 설비 투자에 비해 디자인 투자가 미흡한 자카드 

생산업체의 현실은 과거 물량 중심의 생산체제가 주 

는 한계성을 극복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 

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욕구는 점점 변화하고 있으며, 

자카드 직물의 활용 범위 또한 확대되어가고 있는 현 

실에서 자카드 직물의 디자인 개발은 매우 시급한 문 

제이다.

자카드 직물을 이용한 패션 상품 개발 과정을 테 

마설정, 길상문양 설정, 도안, 직물 설계, 의장 조직, 

투입, 시뮬레이션 과정, 천공 및 제직, 패션 상품 디 

자인선정 상품 제작의 10단계로 제작하였다.

그리고 8가지 모티브를 이용한 소재 개발은 총16 

가지의 의장을 통하여 각각 모티브별로 100 칼라웨 

이를 시직하고, 삼성디자인연구소에서 제시한 유행 

칼라를 선정하여 제작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카드 직물은 어패럴 

제품을 비롯하여 액세서리 인테리어 제품에 이르기 

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디자인의 소재 개발을 통한 자카드 

패션상품은 변화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으며, 디자인 개발이 침체되어 있는 국내 자카 

드 시장을 활성화시켜 단순한 작품이 아닌 국제 사 

회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새롭고 다양한 상품 개발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고부가가치형 패션상품 

의 소재로 활용되고 있는 자카드 직물이 국내외에서 

인지도가 높은 패션 브랜드가 대부분임에 반하여 본 

연구를 위한 패션작품 제작은 매우 단순한 라인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실크 자카드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였던 아쉬움으로 지적될 수 있 

었다. 이와 같은 한계점은 향후 지속적인 작품 활동 

을 통하여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연구를 통한 제언으로써 첫째, 고품질의 

자카드 직물 생산을 위한 관련한 전문 인력 양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급한 문제라고 사료되며, 이를 

위한 전문 교육기관의 건립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자카드 

기계의 사업장이 매우 영세한 실정이며, 이러한 현 

실적 상황은 실크 자카드 직물의 디자인 개발에서도 

패션 선진국의 소재를 모방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 

다. 따라서 다양한 실크 자카드를 생산하기 위하여 

서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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