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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temporary fashion emphasizes artistic, decorative aspects beside functional, practical targets, 
and pursues various materials. Also, rising of the design-based tendency, using the various ton-
ality, texture and unveiling the new processing method, decorating technology and a new-material 
have made the ornaments as one of the figure that expose aesthets and individuality of designers 
and owner. With its unique expression and artistic beauty the design of ornament pervaded their 
field to figurative arts. This study aimed at the weaving technique using a hooked needle which 
is a crochet, and the making manufactured skirts item, moreover the study focused on putting 
the skirts item into the ornaments of the crochet. The skirt, which was thought to belong to 
women only, made easy and economic goods. Consumer also wanted to feel free and comfortable 
as manufactured items did, and it added individuality and practical use. This research tried to 
develop the design of crochet items to supplement the higher value-added, after examining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crochet, and analyzing crochet trend from 2005-06 F/W to 2010 S/S. As 
the result, it could be seen that the crochet may offer contemporary ornament art expressing for-
mativeness of handcraft and fineness to the era of replica and manufactured goods.

Key words: hooked needle(코바늘), crochet(크로쉐), skirts item(스커트 아이템), 
manufactured goods(대량생산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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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패션은 소비자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소재와 기법의 끊임없는 개발을 추구하며, 기존의 제

품에서 독창성의 한계를 느낀 소비자들은 미적 표현

양식의 하나로 창의적이고 독특한 재질감의 표현에

항상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따라서 현대의 많

은 패션 디자이너들은 그들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독특한 소재와 다양한 표현기법을 활용하여 보

다 차별화된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창의적인 소재 표현기법 중 하나인 크로쉐

(Crochet)는 니팅(Knitting)기법의 한 종류로 1960년

대 이르러 미술의상 작가들에 의하여 예술적 표현

수단으로 그 가치를 새로이 인정받게 되어, 오늘날

많은 의상 디자이너들에 의해 꾸준히 이용되고 있다.

크로쉐는 다양한 소재와 독특한 표현 기법의 사용으

로 미적 조형성과 예술성을 표출할 수 있으며, 또한

전통적인 크로쉐 기법을 응용하여 디자인한 제품들

은 그 수공예적인 가치로 인해 고부가가치형 패션

제품으로 창출할 수 있으며. 독창적이고 참신한 모티

브 디자인 표현 및 제작이 가능하다. 현대의 패션 디

자인에 있어서 크로쉐 기법은 의상 전체에 응용되기

도 하고, 니트나 여러 가지 직물소재 등과 혼합하여

부분적인 디테일로 응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성복 아이템에 있어서 수공예

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패션 제품은 인건비 및 공정

시간의 과다소요, 고난도의 섬세한 작업 등 복잡한

공정과정으로 인해 디자인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에 있다. 선진국의 디자인 사례를 볼 때,

크로쉐를 활용한 창의적이고 개성 있는 고부가가치

패션상품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보면,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크로쉐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기성복 아이템으로 성장 가능성이 잠재

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성복 아이템 중 스커트는 여성의 대

표적인 하반신 의복으로, 다른 아이템에 비해 단가가

저렴한 편이며, 봉제 및 패턴기법이 비교적 간단1)하

여 공정과정이 느린 크로쉐 기법을 활용하더라도 기

성품으로 빠른 생산이 가능하다. 또한 크로쉐 조직의

디자인 특성상 여성스러운 아이템인 스커트와 잘 어

울리며, 특히 크로쉐를 활용하여 스커트 디자인을 할

경우 복잡한 패턴 조직이 아닌 기본 조직만을 사용

하여도 크로쉐 패턴 조직의 비침과 비치지 않는 무

늬의 디자인 특징상 다양한 패턴 디자인 전개가 가

능하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패션 제품으로의 디자인

이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크로쉐 기법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Fiber art로서의

Crochet 표현에 관한 연구2), 크로쉐(crochet) 기법을

응용한 의상 디자인 연구3), 구스타프 클림트 회화를

응용한 크로쉐 의상 디자인4), 크로쉐 기법의 꽃 이

미지를 응용한 웨딩드레스 디자인5) 및 크로쉐 기법

을 응용하여 금속공예 디자인 연구6)7)와 섬유 조형

에 관한 연구8) 등이 있으며 크로쉐 기법을 응용하여

의상의 일부분에 적용하거나, 아트 웨어의 소재 개발

기법에 관한 연구는 있지만, 크로쉐 기법을 응용하여

기성복 아이템으로 고부가가치형 패션 제품 개발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의 목적은 일반인들 사이에서 니트의 개념과 혼용되

어 사용되고 있는 크로쉐의 개념을 정립해 보고, 여

러 가지 문양에 따른 다양한 조직감을 크로쉐 기법

을 통하여 여성스러운 패션 아이템인 스커트에 접목

하여 고부가가치 패션 상품을 개발하는데 있다. 또한,

크로쉐 기법을 응용하여 스커트 아이템을 디자인 및

제작을 한 후, 패션 디자이너들이 독특한 소재와 다

양한 표현기법을 활용하여 보다 차별화된 디자인을

개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은 이론적 배경에서 문헌

연구를 통하여 크로쉐의 개념과 역사, 표현기법 및

크로쉐의 특징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2005-06년 F/W

에서 2010년 S/S까지 최근 5년간 세계 4대 컬렉션으

로 한정하여 현대 패션에서 크로쉐 기법을 활용하여

디자인한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유명 패션 디자이너

의 작품사진 자료를 패션 정보지와 컬렉션 자료 및

인터넷 패션 사이트를 통하여 조사․연구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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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토대로 크로쉐 기법을 응용한 창의적인 스커트

디자인 총 3점의 작품을 제작하여, 수공예적인 고부

가가치형 스커트 아이템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크로쉐의 개념 및 역사
크로쉐(Crochet)는 불어로 ‘갈고리로 건다’ 또는

‘뽑아 낸다’라는 의미를 지닌 ‘crocher’에서 파생된 용

어로 ‘작은 갈고리(a small hook)’라는 뜻을 지녔다.9)

현대의 공통적으로 쓰이는 레이스 작업의 용어는 모

두 불어의 명칭을 갖고 있고, 갈고리 모양의 고리로

만드는 레이스 작업이 크로쉐가 되었다.10) 크로쉐는

니팅기법의 한 종류로 핸드 크로세잉(Hand Croche-

ting)이라고도 하며, 한열에 여러 코가 만들어져 부

드럽게 짜여 지는 니팅에 비해 바늘에 항상 하나의

루프만 걸어지고 짜여져 니팅에 비해 작업과정에서

풀릴 염려가 적어 코의 관리가 안전하고, 장소의 제

한이 없는 반면, 조직의 경우 실이 서로 얽이는 횟수

가 많아 짜임새가 두터워져 신축성이 적고, 몇 가지

의 기본 뜨기만으로도 단시간에 다양한 형태의 독립

된 조직을 만들어낼 수 있다. 또한 다른 섬유작업과

는 달리 부드럽고 프레임이 없어도 된다는 점과 작

품을 다 완성한 후에 조직의 특성상 루프가 고리로

연결되어 있어 주름이 잘 가지 않기 때문에 작품을

말기도 하고 접기도 하며 수송이 간편하다.

크로쉐에 관한 역사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자료를 구하기가 어려운 일인데, 이것은

크로쉐에 관한 문헌 자료가 아주 적고 크로쉐의 작

업설명이 문자화되어져 전해지기 보다는 손에서 손

으로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해져 내려오기 때

문이다.11)

원시의 소수종족들은 그들의 성인 의식에 크로쉐

를 이용한 장신구나 의상을 사용했는데 장식적인 띠

나 팔, 발목, 장딴지 등에 두르는 가장자리 장식품이

바로 크로쉐이다.12)

콥틱(Coptic) 이집트인들에게도 4～5세기에 걸쳐

니팅이 있었는데, 적어도 솔로몬 왕조 시대인 BC

950년경으로 추정되고 있다. 성서학자에 의하면 코바

늘의 사용은 BC 1200년경 이스라엘인의 이집트 탈출

때라고 추정하고 있다.13)

13～16세기에 걸쳐 크로쉐는 주로 수녀들의 작업

으로 알려졌었는데 성당의 제단덮개 및 제복제작에

쓰여 졌고 이들의 성교 활동을 통하여 여러 나라에

전파되었다. 현대의 크로쉐는 르네상스 시대의 유럽

전역에서 발견된 둥근 수틀 레이스와 갈고리에서 탄

생되었다고 추측된다.14)

이러한 크로쉐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1851년에 런던에서 개최된 전람회에서 이며, 이 전람

회에서 아일랜드의 크로쉐가 세계 디자이너와 공업

가들의 주목을 받게 되며, 1852년의 코크(Cork)의 전

람회에 전시된 작품들은 나무 가지, 넝쿨, 잎, 장미꽃

등을 각각 니팅한 후 크로쉐 배경으로 이루어진 섬

세한 작품들로 찬사를 받았다.15)

크로쉐는 더욱 섬세해지며 19세기말 아일랜드 전

역에 퍼져 유럽 뿐 아니라 오스트리아에까지 알려지

게 되어 옷의 가장자리나 직조로 짜여 진 옷감들의

끝처리 장식에 많이 사용되었다.

20세기에 크로쉐는 새롭게 쓰여 졌는데 1940년대

미국에서는 가벼운 실로 인형 등 장식적인 것들을,

굵은 실로는 침대보와 의자덮개를 만들었다. 1950년

대부터 크로쉐로 된 의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모

자, 아프간, 숄 등의 일반적인 품목이었고 재료로 모

사, 면사 또는 화학사가 대부분이었다. 1960년대 말

부터 미국의 일부 섬유 예술가들이 그들의 예술 조

형 작업 또는 섬유 예술의 도구로 크로쉐 기법을 사

용, 순수 조형 작업과 미술의상 작업에 활용하기 시

작하였다.16) 이러한 크로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은 1870년 경 기독교의 전래와 함께 선교사들

이 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17)

2. 크로쉐의 특징
크로쉐의 일반적 특징은 고리로 연결되어 비교적

자유롭게 늘어나기 때문에 원래 상태로 회복이 빠르

며 주름이 생기거나 쉽게 접히지 않는다. 동시에 경

사와 위사가 한 방향으로 연결되어 자유로운 형태를

이루며, 조직을 여러 방법으로 변환시켜 폭을 바꾸기



服飾 第60卷 8號

- 32 -

도 하고 일정한 부분에 부가할 수도 있다. 코의 늘림

과 줄임이 용이하며 계획적인 형태의 제작이 가능하

며 유연성이 매우 크고, 질감을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크기의 제한이 없어서 작은 소품부터 큰 작

품까지 제작이 가능하다.

크로쉐의 또 하나의 특징적인 기법인 모티브 뜨기

는 다양한 형태의 독립된 조각들을 색과 소재 등을

달리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단

순한 모티브의 반복 연결만으로도 조형적인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소재나 색상을 달리

하여 변화를 주면 새로운 느낌을 표현할 수도 있다.

한 고리에서 다른 고리로 연결하여 짜 내려가는

단일요소 직물구조인 크로쉐는 평면적인 구조나 원

통으로 짜여 지고 또한 짜여 진 면 위에서 새로운

각도의 면을 덧붙여 짤 수 있는 입체적 효과를 잘

나타낼 수 있는 기법이다.

직조나 마크라메(macrame)18) 작업처럼 미리 실

의 길이를 잘라서 쓸 필요 없이 연결되어진 실을 사

용하다가 작업이 끝나는 시점에서 실을 자르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색상의 매치가 용이한 장점이 있

다. 또한 약간의 연습을 통하여 손놀림을 자연스러운

리듬으로 이끌어 가면 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기

본 조직은 싱글 스티치와 더블 스티치로 복잡해 보

이는 여러 다양한 표현들이 사실은 이 두 가지 기본

스티치의 사용에 불과한 것이 많아서 작은 노력으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크로쉐에 이용되는 코바늘(hook)의 재료는 스테인

리스, 알루미늄, 플라스틱, 목재 또는 카세인(casei

n)19) 등 여러 종류가 있으며, 바늘이라는 도구가 없

어도 누구든지 언제나 두 손과 손가락만으로도

(finger crochet)작업이 가능하며 느슨하고 불규칙한

효과를 나타내는데 사용할 수 있다.20) 바늘은 만들어

지고 사용되는 각 나라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는데,

레이스 뜨기에 이용되는 바늘은 호수가 커질수록 얇

아진다. 바늘은 보통 알루미늄, 플라스틱 그리고 철

제로 만들어지는데, 알루미늄과 플라스틱으로는 굵은

호수의 바늘을 만들고, 철제로 만든 바늘은 정교한

레이스 뜨기에 사용된다.

크로쉐 기법은 매우 다양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

는데, 기존의 뜨개질 작업에서 사용하던 실의 소재,

즉 면사, 마사, 모사, 아크릴사, 나일론사 뿐 아니라

구리선, 리본사, 금속사, 종이끈, 나무줄기, 깃털 등

생활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섬유가 다 재료

가 될 수 있다. 또한 실을 직접 손으로 만들어(hand

spinning) 독특한 분위기를 내기도 하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재료가 개발되고 있다. 또 재료의

성격을 딱딱한 것, 부드러운 것, 광택이 있는 것, 무

광택인 것, 투명한 것, 불투명한 것 등으로 구분하여,

디자인의 특징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 가능하다.21)

현대 패션에서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소

재와 기법의 끊임없는 개발을 추구하며, 창의적이고

독특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크로쉐 기법을 활용하여 원사재료에서부터

디자이너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패

션 디자인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Ⅲ. 현대 패션에 나타난
크로쉐(Crochet) 의상

크로쉐는 기성복이라는 대량생산의 획일화 속에서

희소가치가 있는 제품으로 다품종 소량생산의 시스

템에 개성과 예술성을 추구하려는 현대인들의 욕구

를 충족시켜 주는 활력소가 되고 있다. 해외 유명 디

자이너의 전통적인 크로쉐 기법을 응용한 디자인 제

품들은 수공예적 가치로 인하여 고부가가치형 패션

제품을 창출할 수 있으며 독창적이고 참신한 패턴

디자인 표현 및 제작이 가능하다.

샤넬은 마크라메 기법을 응용하여 다양한 디테일

로 표현하였고, 장 폴 고티에는 여러 가지 모티브와

다양한 오브제의 혼합기법 사용 등으로 수공예적 기

법들이 나타나 조형적으로도 예술적 가치를 보이며,

소재의 질감표현도 평면적인 것에서 좀 더 부조적인

기법과 표현 등으로 직물에서 표현할 수 없는 독특

한 개성과 감각을 자유자재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2005-06년 F/W에서 2010년 S/S까

지 최근 5년간 세계 4대 컬렉션에 나타난 크로쉐 의

상 디자인을 분석하였다. 조사를 위해 연구 범위에 해

당하는 4대 컬렉션의 크로쉐 의상을 이론적 배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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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 본 크로쉐의 특징에 따라 크게 기초적인 기법으

로 다양한 조직감을 표현한 의상과 다양한 디테일 및

의상의 테두리와 햄라인, 모티브 뜨기로 응용된 의상,

마지막으로 다른 오브제와 원단 등의 매치 및 원사의

합사에 의해 독특한 텍스츄어 질감을 표현한 고부가

가치 패션 아이템을 분석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그림 1>22)는 흰색의 면사와 합성섬유 원사를 합

사하여 디자인한 의상으로 카디건과 롱스커트 아이

템을 기본적인 기법인 네트구조와 모티브 뜨기 기법

을 혼합하여 변화 있게 사용하고 카디건과 스커트

각각 햄 라인에 이중의 러플장식을 입체적으로 편직

하여 율동감을 표현하였다.

<그림 2>23)는 불규칙한 패턴의 재킷과 스커트의

이너웨어로 같은 색상으로 배색한 탑을 만든 작품의

예로, 엉덩이 중간까지 내려오는 기장에 V 네크라인

의 슬리브리스 탑은 속이 비치는 전체적으로 네트구

조의 패턴에 꽃과 식물무늬를 중심부에 넣어 패턴에

변화를 주었으며, 1cm 너비로 네크라인 가장자리 장

식을 하여 귀엽고 여성스러운 느낌을 표현하였다.

<그림 3>24)은 슬리브리스 롱 원피스 아이템으로

파인애플 모양의 무늬를 규칙적인 패턴으로 배열하

여 시각적으로 섬세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며, 전

체적으로 스칼럽 실루엣으로 디자인 하였다. 각각의

무늬는 안에서 밖으로 밀리는 듯한 니트의 특성인

드레이프성을 그대로 살려 원피스 햄 라인으로 갈수

록 찰랑거리는 효과로 표현하였다.

<그림 4>25)는 울과 아크릴 합사로 짜여 진 가벼운

질감의 롱 카디건 코트로 주머니와 가장자리에 블레

이드로 장식하여 고급스럽고 여성스러운 느낌으로 디

자인하였다. 기본조직의 규칙적인 패턴배열과 햄 라

인의 작은 디테일 장식을 조화시켰으며, 에스닉한 이

미지의 원피스와 통일감을 주어 코디네이션 하였다.

꽃, 식물 무늬 등 자연이나 구체적인 고정된 형태

에서 벗어나 좀 더 개성 있는 디자이너의 시각으로

다양하게 크로쉐 패턴을 의상에 적용 및 변형하였다.

디자이너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는 꽃무

늬와 물결무늬 등 여러 가지 모양의 모티브를 짜서

이를 다양한 패턴으로 자연스럽게 이어 붙인 원피스

아이템으로 소매에는 얇은 쉬폰 소재를 덧붙여 화려

한 무늬를 자연스럽게 표현하였다<그림 5>.26) 언밸런

스한 햄 라인과 네크라인의 대각선 라인으로 같은

모양의 패턴을 배열하여 통일감과 디자인 변화를 잘

조화시켰다. 또한 벨트를 이용하여 몸에 피트 된 디

자인과 크로쉐 기법이 전체적으로 잘 응용되어 모던

하고 동시에 여성적인 분위기를 살린 의상이다.

<그림 6>27)은 마크라메 장식의 수공예적 기법을

응용한 원피스와 카디건 아이템으로 홀터 넥 디자인

의 상의 기본 장식에 마크라메 기법으로 나뭇잎 모

양의 장식을 덧대어 장식하였다. 스커트 부분과 카디

건 몸판에는 코일링 기법으로 장식한 원모양 모티브

를 연결하여 입체적인 표면질감을 표현했는데, 이러

한 다양한 기법의 장식은 예술적 조형미를 극대화시

키기도 한다.

<그림 7>28)은 네트구조의 기본조직에 가장자리에

는 대바늘뜨기 기법 중 2×2 고무뜨기 기법을 응용하

여 만든 베스트 아이템으로 테두리와 통일감 있게

작은 주머니 장식을 넣어 귀여운 느낌을 표현하였다.

<그림 8>29)은 가슴부분에 새 모양의 오브제를 장

식한 풀오버 스웨터 아이템으로 보라색 계열의 멜란

지(melange) 원사30)를 이용하여 색상을 변화 있게

사용하고, 오버사이즈 실루엣과 가로무늬의 형태로

조직을 편직하여 운동감을 주었다. 또한 가슴부분의

새 모양의 장식은 텍스츄어와 색상의 강한 대비효과

가 있는 원사를 사용하여 질감대비를 보여준다.

이와 같이 크로쉐 기법을 응용한 패션 디자인을

살펴 본 결과, 기초적인 크로쉐 기법 몇 가지만으로

의상에 다양한 조직감으로 표현하였으며, 셔링, 러플

효과 등 다양한 디테일로 활용하여, 의상의 테두리

및 햄 라인에 나타내었다. 또한 모티브의 원형 뜨기

등을 응용하여 의상에 보다 화려하고 고급스러우며

여성적인 효과를 주었으며, 다른 오브제와 원단 등과

의 매치로 독특한 텍스츄어 질감을 표현하여 고부가

가치 패션 아이템으로 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공예적인 새로운 기법과 디자인은 현대 패

션 디자이너들의 큰 관심사 중 하나이며, 패션 디자

인에 있어서 독창적이고 예술적인 조형미는 직물류

의상에 있어서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인보다 더 다양

하고 독특한 효과가 있다. 따라서 패션 디자이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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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Kenzo,

Paris, 06 S/S

<그림 2> Dolce&Gabbana,

Milano, 06 S/S

<그림 3> Roberto Cavalli,

Milano, 07 S/S

<그림 4> Anna Sui,

New York, 0708 F/W

<그림 5> Jean Paul Gaultier,

Paris, 08 S/S

<그림 6> Chanel,

Paris, 0809 F/W

<그림 7> Blugirl,

Milano, 09 S/S

<그림 8> Vivienne Westwood,

Paris, 0910 F/W

창조의지에 따라 다양한 조직과 질감의 무한한 표현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독특하고 개성 있는 소재를

표현함으로써 패션 디자인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부응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Ⅳ. 작품 제작
1. 컨셉
본 디자인의 컨셉은 최근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

일의 변화에 따른 가치 소비의 확산으로 수공예적인

고부가가치 아이템의 제품들이 트렌드임을 감안하여

디자인하였다. 또한 일상생활에서도 코디네이션이 가

능하도록 하였으며, 균질화 된 대량생산 기성복 아이

템에 식상함을 느끼는 소비자들을 위해 독창적인 모

티브 디자인으로 고부가가치 패션 제품을 창출시킬

수 있는 디자인을 하였다.

2. 색상
스커트 아이템의 특성상 전체적으로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나타내도록 하였으며, 또한 일상생활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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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디자인 1 <그림 10> 디자인 2 <그림 11> 디자인 3

멀티 코디가 가능하도록 겉감의 크로쉐 조직은 블랙,

화이트, 연핑크(pale pink) 색상의 원사를 사용하였으

며, 안감으로는 각각 핑크, 라벤더, 연핑크의 색상을

매치시켰다. 그러나 크로쉐 조직과 안감의 우븐 소재

의 신축성이 다르므로 연결하여 봉제하지 않아 각각

의 스타일은 다른 아이템과의 코디를 고려하여 안감

을 서로 달리 매치시키는 것이 가능도록 하여 희소가

치를 높여 작품의 고부가가치성을 부여 하였다.

3. 소재
크로쉐 조직의 비침무늬와 비치지 않는 무늬의 대

비로 인한 패턴 조직의 입체감을 효과적으로 나타내

기 위하여 약간의 광택감이 있는 원사 1합과 무광택

의 원사 2합을 동시에 합사하여 사용하였으며, 3합사

의 중간 정도 두께감으로 편직 하였다. 크로쉐 조직

의 비치는 디자인적 특징으로 안감은 약간 광택 나

는 얇은 소재의 새틴, 면 소재를 사용하여 겉감의 크

로쉐 패턴과 잘 어울리도록 디자인하였으며, 전체적

으로 여성스럽고 부드러운 느낌으로 표현하여 원사

부터 창의적인 아이템으로 디자인하였다.

4. 디자인
<그림 9>는 전체적으로 기본기법을 변화있게 응용

하여 크로쉐의 비침무늬를 다양한 입체적인 패턴무

늬로 표현하였으며, 이러한 겉감의 수공예적인 크로

쉐 조직이 잘 보이도록 강조하기 위해 스커트 안감

을 원사의 칼라와 달리 핑크색으로 배색처리 하였다.

또한 스커트 햄 라인은 기본 조직에 여성스럽고 화

려한 느낌을 주기 위해 스커트 몸판에 비해 뒤트임

의 테두리 및 밑단에 보다 성긴 무늬로 디자인 변화

를 주었다. 다리 라인이 비쳐 여성스럽고 화려한 디

자인 표현을 위해 안감의 기장 조정을 하였으며, 자

유로운 활동성 및 장식미를 위해 뒤트임 테두리에

스칼럽 실루엣의 크로쉐 에징 디자인을 가미하였다.

이는 기초적인 크로쉐 기법들을 생산과정에서 새

롭게 다양한 조직감으로 부가된 디자인 표현은 몸판

보다 성긴 조직으로 인해 유니크한 패턴을 표현함과

동시에 신축성이 상대적으로 좋아 심미성 및 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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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용이하도록 기능성을 동시에 겸비함으로써 고부

가가치 아이템으로 제작 하였다.

<그림 10>은 스커트 햄 라인을 5단의 티어드(tiered)

조직으로 디자인하여 전체적으로 귀여우면서도 여성

스러운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스커트 끝부분에 입체

적인 5단의 러플 디테일을 디자인에 가미함으로써

키가 커 보이는 장점과 함께 한 고리에서 다른 고리

로 연결하여 짜여 진 면 위에서 새로운 각도의 면을

덧붙여 입체적인 조형성의 디자인 효과로 부가가치

가 높은 디자인으로 나타내었다.

몸판의 기본조직은 크게 그물망 조직을 2가지로

나누어 서로 다른 패턴을 반복하여 배치함으로써 스

트라이프 효과와 함께 밑단 티어드 부분의 스칼럽

실루엣의 조직 디자인과 전체적으로 어울리도록 표

현하였다. 허리부분은 주름장식이 있는 쉬폰 소재를

이용하여 배색을 두었으며, 활동성을 주기 위해 스커

트 햄 라인이 살짝 퍼지도록 디자인하였다.

<그림 11>은 원사의 재료에서부터 펄 가공된 원사

를 합사하여 독특한 재질감과 광택감 있는 오프 화

이트(off white)의 화려한 칼라 감으로 인해 하나의

기본 조직으로만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심플하게 디

자인하였다. 스커트 몸판을 짧게 처리하고, 다른 소

재 및 오브제와도 함께 응용하여 디자인에 독특한

효과를 얻기 위해 밑단은 안감에 셔링 잡은 튤(tull)

을 덧대어 머메이드 라인으로 처리하였다. 몸판의 크

로쉐 스커트에는 뒤트임을 주지 않았으므로 활동성

을 좋게 하기 위해 무릎에서 약 17cm 올라온 길이로

스커트 기장을 처리하였고 안감으로 장식하였다. 이

는 크로쉐 조직과 다른 원단의 우븐 콤비네이션으로

가볍고 패셔너블하며 부담스럽지 않는 매치로 디자

인에 독특한 텍스츄어 질감을 나타내어 참신한 디자

인을 원하는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부가가치가 높은

차별화된 이미지의 디자인으로 표현하였다.

크로쉐 기법을 이용하여 제작한 위의 작품들은 크

로쉐의 기본 기법을 한 아이템에 변화있게 응용하고,

각각의 모티브를 이용하여 입체적인 조형성으로 독

특한 재질감의 표현 및 다양한 원사의 합사 등 원사

의 선택에서부터 디자이너의 독창적인 감성과 우븐

에서는 보기 힘든 개성있는 밑단장식으로 기성복 아

이템 중 하나인 스커트 디자인에 희소가치를 높여

고부가가치의 디자인으로 표현되었다.

Ⅴ. 결론 및 제언
크로쉐는 평면패턴 및 입체패턴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손으로 작업해야 하는 수공예적 분야에서 많

이 사용되고 있으며 자유로운 작품의 표현이 가능하

고, 특히 도구로 사용되는 코바늘은 이동이 간편하고

어떤 소재와도 접근이 가능하여 다양한 소재로 인한

독특한 재질감과 조형적인 형태감으로 많은 섬유예

술가들이 새로운 아트 패브릭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예술적인 가치와 실용적인 부분을 동

시에 추구할 수 있는 기법으로 미술의상이나 일반

의상 디자이너들에 의해 꾸준히 응용되고 있다.

해외 유명 디자이너의 전통적인 크로쉐 기법을 응

용한 디자인 제품들은 수공예적 가치로 인하여 고부

가가치형 패션 제품을 창출할 수 있으며 독창적이고

참신한 패턴 디자인 표현 및 제작이 가능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크로쉐 기법은 니팅에 비해 뜨는 과정에서

코의 관리가 비교적 안정하고, 소재가 지닌 재질감에

따라 기본 뜨기만으로도 풍부하고 다양한 조직 표현

이 가능하였다. 조직의 경우 니팅기법보다 실의 얽이

는 횟수가 많아 신축성이 적은 반면, 다양한 형태의

독립된 모티브들을 색과 소재 등을 달리하여 변화를

주어 화려하고 고급스러우며 여성스러운 이미지 표

현 등 새로운 느낌의 표현에 적합하였다.

둘째, 크로쉐 기법을 스커트 아이템 디자인에 적

용함에 있어서 크로쉐의 몇 가지 기본 뜨기 기법만

으로도 변화된 작업을 할 수 있어 대량생산이 가능

하며, 셔링, 러플효과 등 디테일 표현에 적합하고, 모

티브의 원형 뜨기 등을 응용하여 유니크한 패턴 디

자인이 가능하여 창의적인 고부가가치 스커트 디자

인을 창출할 수 있었다.

셋째, 크로쉐의 입체적인 디테일 및 에징, 모티브,

레이스 등의 표현기법을 스커트 아이템의 테두리 및

햄 라인에 디자인하여 입체적인 조형성을 나타내었

으며, 우븐에서는 표현되기 힘든 모티브의 원형 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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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응용하여 여성스러운 디자인 효과를 주어 부가

가치가 높은 디자인을 할 수 있었다.

넷째, 크로쉐 스커트 디자인에 다른 원단 및 오브

제와의 매치로 독특하고 패셔너블한 텍스츄어 질감

및 참신한 소재로 재탄생되어 의상에 표현함으로써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패션 아이템의 고부가가치 창

출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여러 가지 패션 아이템 중 스커트 디자

인에 한정되어 이루어졌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아이

템으로 크로쉐 기법의 디자인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

라며, 독창적이고 수공예적 소재 표현 기법을 이용하

여 현대적 감각에 맞추어 개성 있는 고부가가치의 크

로쉐 디자인이 활발하게 연구 개발되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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