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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design for daily hanbok with Jacquard textile design developed by using 
the traditional patterns that suit the needs and lifestyles of the middle and old aged group. This study will also 
develop Jacquard textile design that has elaborate and luxurious patterns and abundant expression of colors using 
the traditional patterns that suit the needs and lifestyles of the middle and old aged group. Developing daily Hanbok 
design for woman's casual and formal occasion will contribute to fashion business significantly by popularization 
of daily hanbok as one of the important fashion genre. The “Texpro Design CAD V8.21” program was used for 
the textile design. A total of 3 designs were developed as the Jacquard textile design with traditional patterns using 
lotus flower motifs. One type of fabric was produced for each of the textile design with a color selected from
『Pantone Color Chips』. And finally, three woman's daily Hanbok design for either casual or and formal style were 
developed and these daily Hanboks were consisted of Durumagi, one-piece dress, and one set of jacket and trouser. 
And the actual garments were constructed and the design procedure and the photos of these works were presented. 
This study showed the possibility of producing highly sensible daily hanbok that suits the fashion trend of middle 
aged women and the widening of consumer range and the creation of new market by developing Jacquard textile 
design. 

Key words: Hanbok(한복), textile design(직물디자인), Jacquard(자카드), traditional pattern(전통 문양), lotus
(연꽃).

 

Ⅰ. 서  론
패션에 있어서 소재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

나로 같은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소재의 텍스처
(texture)에 따라 아주 다른 느낌으로 이미지가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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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h21.hani.co.kr, 한겨레 21, 표지이야기, 2005년 3월 15일 제551호.
2) 임영주, 한국의 전통문양1-3, (서울: 예원. 1998).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한국의 무늬, (서울: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5).

되어진다. 소재는 단순히 재료라는 한계를 넘어 유
행의 흐름을 이끄는 등 감성적이고 시각적인 측면
을 반영하는 창조적인 부분으로 재평가되고 있다.

특히 의복의 소재는 소재가 갖고 있는 색상, 무
늬, 촉감과 같은 심미적인 요소와 기능성에 의해 
상품의 가치가 좌우되므로 소재의 종류와 특징을 
바탕으로 계절에 맞고, 주제와 트렌드 및 감각에 
적합하도록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직물디자인에 있어서 문양은 직물의 소재 이상
으로 디자인의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중요한 역할
을 하며, 직물디자인 개발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
지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예부터 생활 속에 아름다운 장식적 
문양을 만들어 우리 고유의 전통미를 계승하여 왔
으며, 이를 통해 심미적,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였
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전통 문양에 담겨진 정신과 
감각을 이해하고 그 속에 내포된 미의식을 반영한 
한복용 직물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
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소비자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컨셉을 제
시하고 차별화된 상품에 관심을 갖는다. LG경제연
구원1)에 의하면 국내 50살 이상 중․장년층의 세대
가 경제력과 생물학적 능력이 향상되면서 점차 주
력 소비계층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2010
년이 되면 50살 이상 중․장년층의 비중이 30%에 
육박하기 때문에 전체 소비 규모가 수 십 조 원에 
달할 것이며, 특히 50대 후반 이후 자녀 부양 의무 
등에서 해방되면서 재량적 소비가 늘어나게 될 것
이라고 한다. 

자카드 직물은 다양한 색사를 사용해서 직조하
여 만든 무늬가 있는 직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무늬 
표현이 정교하고 고급스러우며 색상 표현이 풍부
하다. 더불어 문양의 섬세함과 짜여지는 조직 변화
로 입체감이 뛰어나며,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서 멋
과 중후함으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장
점을 지니고 있다.

현대 한복용 자카드 직물 또한 최고급의 직물로 
통용되고 있으며, 그 사용량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실정으로 소비자 취향과 스타일이 다양화되고 있
는 흐름에 맞추어 자카드 직물디자인 개발의 중요
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한복지에 있어서 자카드 
직물은 산업화가 이루어진 이후 기계에 의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생산되기 시작하였고, 현재까
지 양단, 모본단, 수단(繡緞) 등은 한복지로 다양하
게 애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복의 주 수요계층인 중 ․
장년층의 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욕구와 라이프
스타일에 적합하도록 전통 연꽃문양을 활용하여 고
급스럽고 무늬 표현이 정교한 자카드직 한복용 직
물디자인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사
용하여 생활한복 디자인을 개발하고 제작․제시함
으로써 한복 산업의 활성화 및 대중화에 조금이나
마 보탬이 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및 내용
1.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먼저 한복용 직물디자인 

개발을 위해 전통문양 자료집2)을 활용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연꽃문양을 중심으로 디자인 개발을 위
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적합한 모티브를 선정하
였다. 다음으로 전통문양 자료집을 통해서 선정된 
모티브는 ‘Photoshop CS’를 이용하여 디자인에 활
용할 수 있도록 최적의 상태로 정리한 후 ‘TexPro 
Design CAD V8.21’을 이용하여 한복용 자카드직 
직물 특성에 알맞도록 문양을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TexPro Design CAD V8.21’을 이
용하여 재구성된 문양들을 repeat과 color-way를 통
해 자카드직 직물디자인으로 개발하였다.

개발된 자카드직 직물디자인은 (주)한산모시테
크놀로지에서 개발한 모시방적사(한산모시와 양모, 
텐셀 등 합사)를 제공 받아 (재)한국자카드 직물기
술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자카드직 원단으로 생산하
였다. 

2.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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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PANTONE』 Color Chip - for fashion and home color guide.
 4) 노창혜, “조선조 단청문양을 응용한 복식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5) 장현화, “한국 전통 문양을 이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6) 이성숙, “단청문양을 이용한 현대의상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7) 조정화, “卍자문양을 응용한 의상디자인” (이화여자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8) 전현경, “한국 전통 용문양을 응용한 복식 디자인” (동덕여자대학교 디자인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9) 박지영, “후로킹 프린트를 이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10) 이임정, “한국전통 창살문양을 응용한 호텔 유니폼 디자인 개발” (동덕여자대학교 패션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11) 성미정, “한국 전통문양을 응용한 현대의상 디자인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패션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12) 한정아, “전통문양을 응용한 패션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13) 채송화, “전통 문양을 응용한 생활한복 디자인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14) 최재영, “보상화문을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홍익대하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15) 함은정, “전통음식점 유니폼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8권 1호 (2006).
16) 김소원, “한국 전통문양을 활용한 현대 텍스타일 디자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17) 강희경, “사군자를 활용한 텍스타일 디자인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18) 한상혜, “텍스타일 캐드를 이용한 직물 디자인”, 조형논총: 울산대학교 (1999).
19) 최은승, “고구려 고분벽화의 연꽃문양을 응용한 직물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20) 곽태기, 양수영, “Adobe Illustrator 9.0을 이용한 의류용 텍스타일 디자인 개발,” 복식문화연구 9권 3호 (2001). 
21) 정진순, “연꽃 문양을 이용한 직물 디자인 개발 및 문화상품 제작 Ⅰ,” 한국의류산업학회지 6권 2호 (2004).
22) 정진순, “연꽃 문양을 이용한 직물 디자인 개발 및 문화상품 제작 Ⅱ,” 한국의류산업학회지 6권 4호 (2004).
23) 김화정, “한국 전통문양을 응용한 어패럴 텍스타일 디자인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자카드직 직물디자인의 내
용으로는 연화문양을 재구성한 디자인 1건, 연화당
초문양을 재구성한 디자인 1건, 연화당초를 기하학
의 회문(回紋)과 접목하여 재구성한 디자인 1건으
로 총 3건의 직물디자인을 개발하였다. 

3건의 직물디자인은 PANTONE3) Color Chip을 
참고로 color-way하였으며, 이 중에서 연화당초문양
을 재구성한 디자인은 reverse가 가능하도록 제직하
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직물디자인은 생활한복 스타
일화에 mapping하여 제시하고 이를 도식화로 나타
냈으며, 그 결과물은 제직된 자카드직 원단을 이용
하여 작품으로 제작하였다.

작품 제작은 외출용 여성 생활한복으로 개발하
였으며, T.P.O에 따라 캐주얼 정장 2벌, 예복용 정
장 1벌로 총 3벌을 제작하였다.

Ⅲ. 이론적 배경
1. 선행 연구 분석

1) 전통문양에 관한 선행 연구
한국적 정서 및 디자인을 강조하기 위해 가장 많

이 사용되어지는 요소 중 하나인 전통문양은 1980

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디자이너들에 의해 활용되
고 있다. 그 중 디자이너 설윤형은 모란꽃을 중심
으로 하여 화문, 창살문, 뇌문 등의 기하학 문양을 
디자이너 이영희는 한복의 실루엣 및 한국적인 색
채 등의 요소를 매 해 컬렉션마다 도입하고 있다. 
최근에는 디자이너 이상봉이 오방색 및 한글 등을 
패션에 모티브로 직접 활용하여 한국의 전통미를 
세계에 알리는데 앞장 서고 있다(그림 1～3).

전통문양을 활용해서 의상디자인에 접목을 시도
한 연구를 살펴보면 노창혜4), 장현화5), 이성숙6), 조
정화7), 전현경8), 박지영9), 이임정10), 성미정11), 한정
아12), 채송화13), 최재영14), 함은정15) 등이 있다. 이들
은 전통문양 중에서 모티브를 설정하고 이를 활용
해서 현대의상 및 생활한복 디자인에 접목하고 작
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연꽃을 주제로 
한 연구로는 박인혜, 김미선, 최재영, 백현옥 등이 
있다. 

그 밖에도 넥타이, 스카프, 모자 등의 소품과 관
련된 분야의 선행 연구들이 있으며, 전통문양과 니
트웨어를 접목시킨 분야의 선행 연구들이 있다.

직물디자인 분야에 있어서 전통문양을 활용한 
선행 연구로는 김소원16), 강희경17), 한상혜18), 최은
승19), 곽태기와 양수영20), 정진순21,22), 김화정23) 등
이 있는데, 최은승, 곽태기와 양수영, 정진순, 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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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설윤형 2003 
F/W 서울컬렉션
(www.firstview.com)

  <그림 2> 이영희 2009 
F/W 서울컬렉션
(www.firstview.com)

         <그림 3> 이상봉 패션 30년 전시 
- 청주 공예관
(http://blog.naver.com/syh220)

<표 1> 선행 연구에 나타난 전통문양 활용 빈도
구분 문양 종류 별 활용 빈도 합계(%)

자연
문양

수파문 구름문
 7( 10.6)

2 5

식물
문양

당초문 사군자 연꽃 모란꽃 국화 보상화 석류 기타
24( 36.4)

4 1 8 4 3 2 1 1

동물
문양

용 호랑이 박쥐 나비
 5(  7.6)

2 1 1 1

기하학
문양

문자 단청 문창살 떡살 와당 태극, 팔괘
28( 42.4)

8 4 8 5 1 2

기타 십장생 민화
 2(  3.0)

1 1

합계(%) 66(100.0)

정 등이 연꽃을 주제로 하고 있다.
위의 선행 연구에 나타난 전통문양의 활용 빈도

를 살펴보면 기하학 문양이 전체 42.4%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식물문양(36.4%), 
자연문양(10.6%), 동물문양(7.6%), 기타(3.0%)의 순
으로 나타났다. 식물문양은 단연 꽃문양이 대부분
의 연구 소재로 활용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연꽃
(33%)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 밖에 
모란(17%), 당초(17%), 국화(13%), 보상화(8%), 사
군자(4%), 석류(4%), 기타(4%) 등의 순으로 나타나
고 있다(표 1).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선행 연구에서 가장 빈번
하게 활용된 연꽃을 모티브로 직물디자인을 개발
하고자 하였다.

2) 자카드 직물에 관한 선행 연구
자카드에 관한 최근의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먼저 자카드 직기에 관한 이론적 연구를 토대로 연
구 분야별 중심 내용을 반영한 자카드 직물디자인 
개발을 제시하거나 그 결과로써 작품을 제작하여 
제시하는 형식의 틀을 대부분 이용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윤수영24), 김소희25)는 자카드 직기에 관한 연구
를 하였으며, 각각 DBTM V2와 DBTM V3를 중심
으로 하였다. 또 컴퓨터를 이용한 디자인으로 자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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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윤수영, “DBTM V2를 이용한 자카드 직물에 관한 연구”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pp. 74-77.
25) 김소희, “컴퓨터를 이용한 자카드 넥타이 디자인에 관한 연구 : 동보시스템의 유스 V3를 중심으로” (대구효성가

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p. 52-53.
26) 마정원, “이응노의 문자추상을 응용한 자카드 텍스타일디자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p. 

78-79.
27) 최종우, “자카드 직물을 이용한 기하학적 디자인 연구 : 디지털 고속직기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2004), pp. 41-42.
28) 송경자, 진영길, “CAD를 활용한 자카드 텍스타일 디자인 개발 프로세싱 연구: 넥타이 디자인을 중심으로,” 한국

의류산업학회지 7권 1호 (2005), p. 32.
29) 송경자, “자카드 직물의 패턴 디자인과 제직공정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pp. 

102-107.
30) 김미영, “길상문양을 응용한 자 카드 직물 패션상품 개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드 CAD 시스템을 구비하기 어려운 영세 업체에서
의 새로운 디자인 방법과 학교 교육을 제시하였으
며, 서구에서 유래하여 서구적인 디자인이 주류를 
이루는 넥타이 디자인에 전통 문양을 이용하여 우
리의 정서에 적합한 새로운 디자인으로 제시하였
다.

마정원26)은 이응노의 문자 추상을 응용한 자카
드 텍스타일 디자인에 관한 연구로 최근 패션 제품
의 패션성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소
재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고 자카드 텍스타일 디
자인과 예술과의 접목을 통한 새로운 조형 요소들
을 발견함으로써 창조적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내고 이응노의 작품의 본질을 체계
적으로 분석하여 자카드 텍스타일 디자인으로 개
발하였다.

최종우27)는 디지털 고속 직기를 중심으로 자카
드 직물을 이용한 기하학적 디자인 연구를 한 것으
로 디지털 고속 직기의 장점인 경사 선침의 정확성 
및 속도와 조직의 다양성, 밀도 등을 새로운 시각
으로 대입시켰으며, 평면 조직에서의 입체감이 느
껴지는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2차원의 평면인 직물 
위에 패턴이 단순히 표면의 장식적인 문양이 아닌 
조직감 있는 공간으로서 느껴질 수 있도록 하기 위
한 디자인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자카드 직
물은 프린트 직물과는 달리 동일한 디자인을 모티
브로 하여 전개했을 때, 직물 조직의 밀도와 경․

위사의 다양한 표현으로 무수히 많은 개발 가능성
을 잠재하고 있음을 예시하였다.

송경자와 진영길28)은 CAD를 활용한 자카드 텍
스타일 디자인 개발 프로세싱 연구로 넥타이 디자
인을 중심으로 하였다. 이 연구는 넥타이 디자인 

위주로 자카드 디자인의 제작 과정을 연구하였으
며, 넥타이 디자인을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각 3가지의 제직 형태로 변화를 주었다.

송경자29)는 자카드 직물의 패턴디자인과 제작공
정에 관한 연구로 국내․외 섬유패션 정보지 3종을 
대상으로 자카드 직물의 용도와 문양․종류에 대
해 조사․분석하였다. 그리고 자카드 제품의 고급
화에 영향을 미치는 고품질의 자카드 직물디자인을 
위해 패턴 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의장 중심의 디자
인 개발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확립하였다. 또한, 
의장에 대해 요인별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자카드 디자인 개발 방안을 
제시하였다.

위에서 살펴 본 선행 연구들을 분석해 본 결과, 
CAD 시스템을 이용한 텍스타일 디자인에 관한 선
행 연구는 날염용 디자인 개발에 집중되고 자카드 
디자인에 관한 연구는 문양의 응용 분야로 국한되
어 있으나, 김미영30)의 연구를 보면 한국의 전통적
인 요소인 길상문양을 모티브로 하여 자카드 직물
디자인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상품
을 제작하여 단순한 작품 제작에 그치는 것이 아니
라 상품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고 패션 시장에서 
차별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종합적인 프로세스
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자카드 직물디자인 개발에 대한 학술적 
자료가 매우 부족하여 산업현장에서는 정형화된 
기술 활용 부족으로 고품질의 다용도 자카드 직물 
생산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자카드 직물
에 관한 이론적인 고찰과 더불어 자카드 직물디자
인 개발 및 이를 적용한 다양한 종목의 상품으로 
제작되기까지의 종합적인 프로세스를 제시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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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임영주, op. cit.
32) 허균, 전통문양, (서울: 대원사, 2007), p. 70.
33) 김성련, 피복재료학, (서울: 교문사, 2004), pp. 309-333.
34) 송경자, 진영길, op. cit., pp. 23-32.
35) 손혜원, “한복지를 위한 문직문양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5), p. 15.
36) 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 (서울: 동아출판사, 1985), p. 408.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연꽃에 관한 고찰
한국 복식에 사용된 문양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조선시대에 이르러서이다. 문양이란 그 형태
를 확인함으로써 이해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
존물이 없는 시기의 것을 거론하는 것은 무리가 있
다. 그러나 복식에 표현된 문양 종류의 이론적 고
찰을 통해서 그 시대 생활문화에서 활용된 문양의 
의미를 상호 연관지어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임영주31)는 조선시대 복식의 문양으로 사용되었
던 대표적인 전통문양의 종류를 자연문양, 식물문
양, 동물문양, 기하학 문양 등으로 나누고, 이를 세
부적으로 정리하였다. 그 중에서도 꽃문양은 식물
문양에 속하는 것으로 식물문양은 자연에서 접할 
수 있는 가장 친밀감 있는 것으로서 일상생활과 부
드럽게 해주며 풍요로운 감정을 부여한다.

연꽃은 식물문양에 속하는 것으로 연꽃만큼 생
활 문양으로서 역사가 깊고 폭넓은 사랑을 받은 식
물은 드물다. 연꽃은 예부터 생명의 창조, 번영의 
상징으로 애호되었는데, 그 이유는 연꽃 씨앗의 강
한 생명력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연꽃을 청결, 순결
의 상징물로 여겼는데, 그것은 늪이나 연못에서 자

<그림 4> 연화무늬 방석 
박옥련, 한국전통문양사 
(서울: 형설출판사, 2000), 
p. 182.

 <그림 5> 경복궁 자경전 
십장생 굴뚝
허균, 전통문양(서울: 
대원사, 2007), p. 70.

라지만 오니(汚泥)에 물들지 않는 속성에 기인하고 
있다. 연꽃의 이런 속성을 불교의 교리와 연결시켜 
초탈, 보리(菩提), 정화 등 관념의 상징으로 간주하
였다. 

연꽃이 물새, 나비, 물고기 등 연당 주변의 풍경
과 함께 그려진 경우는 인간사의 즐거움과 부부의 
금실 좋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것이다. 까치가 
연밥을 쪼고 있는 것은 과거(科擧)에 연이어 급제
함을 뜻하는 희득연과(喜得連科)의 의미이다32)(그
림 4, 5).

3. 자카드에 관한 고찰

1) 자카드 직물의 개념과 용도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자카드 직물의 분

류는 크게 일반 직물, 문직물 및 기타 직물로 구분
할 수 있다. 일반 직물은 평직, 능직, 주자직, 변화
직이 포함되며, 문직물은 도비 직물과 자카드 직물 
등이 있다. 그리고 기타 직물은 이중직물, 크레이프
(crape)직물, 파일(pile) 직물, 레노(leno) 직물이 포
함된다33).

직물에 문양을 표현하는 방법은 직물을 제직한 
상태에서 그 위에 날염 또는 기타 방법들을 이용하
여 문양을 나타내는 후염의 방식이 있고, 실을 미
리 염색하여 직물 조직에 색사 배열만의 방법으로 
문양을 나타내는 선염 장식과 직물에 바탕 조직과 
문양 조직을 다르게 하면서 제직하여 얻는 문직물
이 있다34).

자카드 직물은 각종 조직을 조합 또는 색사를 사
용하여 복잡한 문양을 나타낸 직물을 총칭하나, 일
반적으로 특수 직기를 사용하여 문양을 나타낸 직
물35)을 말하며, 또 다른 해석으로는 2가지 이상의 
조직을 짜 맞추어서 짜 넣거나 색실을 이용하여 직
물에 여러 가지 무늬를 나타낸 직물로 정의된다36).

자카드 직물의 사전적 해석으로 그 의미37)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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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한국섬유공학회, 섬유사전, (한국섬유산업협회편, 1982), p. 632.
38) R. M. Dawson, "CAD/CAM System for Dobby and Jacquard Weaving,” Textiles Vol. 42 (2002), pp. 77-94.
39) 마정원, op. cit., p. 16.
40) 허재영, 서창준, “전자 자카드의 실시간 오류검출시스템 개발,” 인제대학교 전자정보통신공학과 한국산학연 논문

집 4권 1호 (2002), p. 149.
41) 송경자, 진영길, op. cit., p. 25.

면 “융단, 무늬를 두드러지게 짠 천, 다마스커스 비
단, 그리고 고급 옷감을 생산하는데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카드 직물은 
다양한 색사를 사용해서 만든 무늬가 있는 직물을 
총칭하며 또는, 직조에 의해 문양이 나타나는 직물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제직 중에 무늬를 형성하는 선염 방식의 자카드 
직물은 후염 및 날염 방식보다 무늬 표현이 정교하
고 고급스러우며 색상 표현이 풍부하다. 이와 더불
어 문양의 섬세함과 짜여지는 조직 변화로 입체감
이 뛰어나며,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서 멋과 중후함
으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장점을 지니
고 있다38). 

오늘날 자카드 직물은 최고급의 직물로 통용되
고 있으며, 그 사용량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실정
이다. 덧붙여 소비자 취향과 스타일이 다양화되고 
있는 흐름에 맞추어 자카드 직물디자인 개발의 중
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39).

자카드 기법은 염색된 실로 직물을 제직함으로
써 환경오염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반면, 제직된 
직물에 무늬를 형성하는 날염 방식은 단순히 원단
에 무늬를 염색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 때
문에 다양한 무늬를 정교하게 표현하지 못할 뿐 아
니라, 염료에 의해 공해와 오염물질을 발생시켜 인
체에 해를 주기도 한다40).

자카드 직물은 크게 나누면 단일색의 문직과 선
염의 문직으로 나누어진다. 단색으로는 무늬 크레
이프, 무늬 포플린(poplin) 등이 있다. 선염으로는 양
단, 모본단, 브로케이드(brocade), 다마스크(damask), 
수단(繡緞), 금란(金襴) 등이 있다. 또, 폭이 좁은 것
과 넓은 것으로 구분하며, 좁은 것은 한 벌의 옷
감․띠감으로, 넓은 것은 여성 옷감, 실내 장식품 
등에 이용되며, 커텐, 시트 커버, 테이블 시트 등 인
테리어용이나 자동차 시트 커버 등 산업용 소재로도 
부가가치가 높다(그림 6).

  

<그림 6> 자카드 직물이 활용된 제품(www.jacquard. 
or.kr).

2) 자카드 직기의 특성과 종류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종은 크게 CAD-CAM(Com-

puter-Aided Manufacturing) 시스템과 CAD-CAW(Com-
puter-Aided Weaving) 시스템41)으로 나누어져 있다.

CAD-CAM 시스템은 산업용 직기인 다이렉트 
자카드 직기, 전자 자카드 직기를 지원한다. 즉, 컴
퓨터로 디자이너의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그에 따
라 제작된 디자인 자료를 컴퓨터상에서 바로 직기
로 연결되도록 하고 있어서 보다 신속하고 간결하
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CAD-CAW 시스템은 컴퓨터와 수직기를 인터페
이스로 연결하여, CAD로 디자인되어 입력된 직물 
조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산업체의 직기 타입

<표 2> 한산모시 방적사 자카드 직물 제직 Spec.

자카드 명칭 BONAS MJ6

구수 2,688구
직기 명칭 PICANOL Chrono X2

폭 1,900mm

모시 제직
(위사)

경사 총본수 10,960본
위사밀도 80T

제직 성폭 1,653mm

Repeat 수 4.5

Repeat 크기 37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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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BONAS 시스템.

에 맞추어 국내 시스템으로 ‘베틀 시스템’과 ‘동보 
시스템’, 국외 시스템으로 ‘인포 시스템’, ‘텍스피아 
시스템’ 및 ‘SAWA’, ‘EAT’, ‘NEDGRAPHICS’ 등
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CAD-CAW 시스템은 벨기
에에서 생산되어 들어온 ‘BONAS’로 한산모시 방
적사를 활용한 자카드 직물 제직에 사용되었으며, 
그 특성은〈표 2〉와 같다(그림 7).

Ⅳ. 연구 결과
1. 디자인 의도 및 방법

1) 직물디자인 개발
본 연구에서는 직물디자인 개발을 위해 전통문

양 자료집을 활용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연꽃을 중
심으로 직물디자인에 적합한 모티브를 선정하였다. 

전통문양 자료집을 통해서 선정된 모티브는 ‘Pho-
toshop CS’에서 최적의 상태로 정리한 후 ‘TexPro 
Design CAD V8.21’을 이용하여 재구성된 문양들
을 repeat과 color-way를 통해 자카드직 직물디자인
으로 개발하였다.

개발된 자카드직 직물디자인은 (주)한산모시테크
놀로지에서 개발한 모시방적사(한산모시와 양모, 
텐셀 등 합사)를 제공받아 (재)한국자카드 직물기술
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자카드직 원단으로 생산하였
다. 

Color way는 PANTONE Color Chip을 이용하여 
디자인 개발된 이미지에 적합한 색을 선정하고 이
에 근접한 색을 ‘TexPro Design CAD V8.21’에서 
선택하여 main color로 적용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는 연화당초를 기하학의 회
문(回紋)과 접목하여 재구성한 디자인 1건, 연화당

초문양을 재구성한 디자인 1건, 연화문양을 재구성
한 디자인 1건으로 총 3건의 직물디자인을 개발하
였으며, 자카드 직물로 생산하였다. 그 중에서 연화
당초문양을 재구성한 디자인은 reverse가 가능하도
록 제직하였다.

  
2) 생활한복 디자인 개발
생활한복 디자인 개발은 본 연구에서 개발된 총 

3건의 자카드 직물을 적용하여 생활한복의 주 수요
계층인 중․장년층 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욕구
와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T.P.O에 맞는 생활한복 
디자인을 제시하고 작품으로 제작하였다.

또한, 본 연구자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생활한복
이 기성복처럼 편안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
기 위해서 현대 생활에 적합하도록 T.P.O에 맞는 
외출용 여성 생활한복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이를 바
탕으로 생활한복을 패션의 한 장르로 대중화하는
데 의의를 두고자 하였다.

그 결과, 디자인 개발은 ‘TexPro Design CAD V 
8.21’을 이용하여 위의 내용을 반영한 외출용 여성 
생활한복으로 개발하였으며, T.P.O에 따라 캐주얼 
정장 2벌, 예복용 정장 1벌로 총 3벌을 제작하였다.

 
2. 작품 제작 및 설명

1) 작품 Ⅰ

(1) 직물디자인
 작품 Ⅰ은 분청사기 연화무늬병에 나타난 연꽃

의 수수한 이미지와 연화무늬의 꽃문양을 중심으
로 분홍빛의 파스텔 톤을 활용하여 여성의 순수함
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Main color는 Crystal Pink(PANTONE 12-1605 
TPX)를 적용하였다(표 3).

(2) 생활한복 디자인
작품 Ⅰ은 저고리와 원피스로 구성하였으며, 주

요 색상은 Crystal Pink(PANTONE 12-1605 TPX)이
다.

본 작품에서는 청결과 순결의 의미를 지닌 연꽃
문양을 활용하여 제직한 자카드직 원단을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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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작품 Ⅰ의 직물디자인 개발 과정표
전통문양 활용 이미지 Design CAD를 이용한 문양 디자인

분청사기연화무늬 병 연화 무늬
문양 디자인 main color 직물 이미지(Design CAD - repeat) 

Crystal Pink (PANTONE 12-1605 TPX)

여 우아하고 세련된 이미지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표 4).

저고리는 서양복의 패턴을 적용하여 한복 저고
리의 실루엣으로 표현하였는데, 저고리의 뒷 라인
은 당의의 형태로 디자인하여 우아하게 표현하였
다. 소매는 서양복의 패턴을 적용하여 한복형 실루

<표 4> 작품 Ⅰ의 생활한복 디자인 개발 이미지 및 구성표
직물 및 스타일화 이미지 도식화

구성 내용
아이템 저고리, 원피스
용도 예복용 정장
색상 Crystal Pink(PANTONE 12-1605 TPX)

디자인 - 이미지: 우아하고 세련된 이미지, 유행성을 반영한 이미지
- 디테일: 솔기 포켓

엣으로 설계하였고, 소매의 끝동 부분과 깃, 앞단에 
프릴로 장식하여 우아함을 강조한 세련미로 표현
하였다. 여밈은 한복 저고리의 고름 형식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치마는 원피스 형태로 디자인하였으며, 뒤에 지퍼
를 달아 입고 벗기 편리하도록 설계하였다. 치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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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은 6폭으로 하고, 하단부에 저고리와 같이 프릴
로 장식하여 우아하게 표현하였다.

본 작품은 한복 저고리와 치마의 실루엣을 적용
한 디자인으로 현대복의 기능성과 실용성을 접목
한 예복용 정장으로 제작하였다(그림 8).

2) 작품 Ⅱ

(1) 직물디자인
작품 Ⅱ 역시 연꽃을 이용하였는데, 청자상감에 

나타난 보상당초문과 연화문을 조합하여 우아한 연
화당초문으로 재구성하였다.

Main color는 자카드 직물 특유의 안팎 배색을 고
려하여 Teaberry(PANTONE 18-1756 TPX)를 주요색
(겉)으로 하였으며, 배색(안)으로는 Shell Pink(PAN- 
TONE 16-1632 TPX)를 적용하여 reverse가 가능하
도록 제직하였다(표 5).

(2) 생활한복 디자인
작품 Ⅱ는 저고리와 바지로 구성하였으며, 주요

색상은 Teaberry(PANTONE 18-1756 TPX)이며, 배색
<표 5> 작품 Ⅱ의 직물디자인 개발 과정표

전통문양 활용 이미지 Design CAD를 이용한 문양 디자인

청자상감 보상당초문 접시

연화 당초
문양 디자인 main color 직물 이미지(Design CAD - repeat)

Teaberry
(PANTONE 18-1756 TPX)

Shell Pink
(PANTONE 16-1632 TPX)

으로 이용된 색상은 Shell Pink(PANTONE 16-1632 
TPX)이다.

본 작품에서는 연화당초문양으로 제직한 자카드
직 원단을 이용하여 편안하고 캐주얼한 이미지로 
유행성을 반영한 디자인으로 제작하였다(표 6).

저고리의 디자인은〈표 6〉의 도식화에서처럼 서
양복의 패턴을 적용하여 엉덩이를 덮는 길이로 편
안하게 입을 수 있도록 넉넉하게 디자인하였다. 소
매 역시 서양복의 패턴을 적용하였고, 소매 끝부분
에 세로로 고무단을 대어 볼륨감 있는 소매 형태로 
디자인하였다. 깃은 차이나 칼라 형태로 깃 아래 
앞단은 전통한복의 단령에서 응용한 스타일로 설
계하여 포인트를 주었으며, 여밈은 고리와 단추를 
달아 현대적인 감각으로 디자인하였다.

바지는 한복 바지의 넉넉한 실루엣과 고무단을 
대어 볼륨감 있는 형태를 적용하였고, 여밈은 훅과 
지퍼를 달아 입고 벗기 편리하도록 하였다. 바지의 
양 옆에는 잔주름을 잡아 바이어스 테이프로 감싸 
만든 아웃 포켓을 포인트로 달아 장식하였다.

본 작품은 한복 저고리와 바지의 실루엣을 적용
하여 최근 볼륨 트렌드를 반영한 실루엣으로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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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작품 Ⅱ의 생활한복 디자인 개발 이미지 및 구성표
직물 및 스타일화 이미지 도식화

구성 내용
아이템 저고리, 바지
용도 캐주얼 정장
색상 주요색 - Teaberry(PANTONE 18-1756 TPX)

배색 - Shell Pink(PANTONE 16-1632 TPX)

디자인 - 이미지: 편안하고 캐주얼한 이미지, 유행성을 반영한 이미지
- 디테일: 아웃 포켓

복의 기능성과 실용성을 접목한 캐주얼 정장으로  
제작하였다(그림 9).

3) 작품 Ⅲ

(1) 직물디자인
<표 7> 작품 Ⅲ의 직물디자인 개발 과정표

전통문양 활용 이미지 Design CAD를 이용한 문양 디자인

회문(回紋: 돌림무늬) 청동은입사 연화당초문
문양 디자인 main color 직물 이미지(Design CAD - repeat)

Honey Gold (PANTONE 15-1142 TPX)

작품 Ⅲ은 회문과 연화당초를 접목하여 보상화
문이 포인트로 나타나도록 배치하여 황금색으로 
고급스럽게 재구성하였다. 

Main color는 Honey Gold(PANTONE 15-1142 TPX)
를 적용하였다(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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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한복 디자인
작품 Ⅲ은 두루마기를 현대화한 것으로 주요 색

상은 Honey Gold(PANTONE 15-1142 TPX)이다.
본 작품에서는 기하학의 회문과 연꽃문양을 조

합하여 제직한 자카드직 원단을 이용하여 편안하
고 캐주얼한 이미지로 제작하였다(표 8).

두루마기의 디자인은〈표 8〉의 도식화에서처럼 
서양복의 패턴을 적용하여 여유 있고 볼륨감있게 
설계하였으며, 깃과 고름을 한복지 모본단으로 배
색하여 전통미를 표현하였다. 소매는 서양복의 패
턴을 적용하여 한복형 실루엣으로 설계하였고, 양
쪽 암홀 라인을 중심으로 스티치하여 장식하였다. 

주머니는 솔기 포켓을 적용하여 디자인에 영향
을 주지 않도록 하였으며, 두루마기의 뒤쪽 등 부
분에는 모본단을 이용하여 선 장식을 하고 주름을 
잡아 볼륨감 있게 장식하였다.

본 작품은 한복 두루마기의 실루엣을 적용하여 
현대복의 기능성과 실용성을 접목한 캐주얼 정장
으로 제작하였다(그림 10).

<표 8> 작품 Ⅲ의 생활한복 디자인 개발 이미지 및 구성표
직물 및 스타일화 이미지 도식화

구성 내용
아이템 두루마기
용도 캐주얼 정장
색상 Honey Gold (PANTONE 15-1142 TPX)

디자인 - 이미지: 편안하고 캐주얼한 이미지, 유행성을 반영한 이미지
- 디테일: 솔기 포켓

Ⅴ. 결  론
전통문양을 활용해서 개발되어진 직물은 의류, 

패션 소품 및 문화 상품 등의 재료로 사용됨으로써 
상품에 대한 고유한 이미지와 독창성을 부여하여 
부가가치를 높여 준다. 또한, 한국의 전통문양은 우
리 민족의 정서를 담고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며, 
우리 민족의 염원과 기원을 담은 상징성을 내포하
고 있다. 우리 민족의 미의식을 반영하고 장식적 
욕구를 표현해주는 디자인 도구 중의 하나인 전통
문양은 다른 소재에 비해 강한 친화력을 주기 때문
에 현대인들의 정서에도 잘 어울리는 소재로 인식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전통문양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침체되어 가는 한복산업의 활성화
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통 연꽃 문양을 활용해서 자
카드직 직물디자인을 개발하고, 이를 원단으로 제
직하여 작품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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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 작품 Ⅰ
생활한복 실물 사진.

  <그림 9> 작품 Ⅱ
생활한복 실물 사진.

  <그림 10> 작품 Ⅲ
생활한복 실물 사진.

첫째, 자카드직 직물디자인은 연화문양을 재구
성한 디자인 1건, 연화당초문양을 재구성한 디자인 
1건, 연화당초를 기하학의 회문(回紋)과 접목하여 
재구성한 디자인 1건으로 총 3건의 직물디자인을 
개발하였다. 

둘째, color-way는 PANTONE Color Chip을 참고
로 하였으며, 이 중에서 연화당초문양을 재구성한 
디자인은 reverse가 가능하도록 하여 자카드직 원
단으로 생산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직물디자인은 생활한
복 스타일화에 mapping하여 제시하고, 이를 도식화
로 나타냈으며, 그 결과물은 제직된 자카드직 원단
을 이용하여 총 3벌의 작품으로 제작하였다.

마지막으로 생활한복 작품은 외출용 여성복으로 
개발하였으며, T.P.O에 따라 캐주얼 정장 2벌, 예복
용 정장 1벌로 총 3벌을 제작하였다.

향후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생
활한복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들을 해소하기 위
해서는 브랜드 기성복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령대
에 적합한 디자인 및 패턴 개발이 요구되며, 이와 
더불어서 21세기 고감성 시대에 알맞은 신소재 한
복지 개발로 차별화된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생활한복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체계적이
고 전문적인 연구와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소
비자에게 생활한복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인식
시키고 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패
턴 및 디자인, 봉제 상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보
다 차별화된 생활한복을 공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생활한복업체는 대중화를 위한 대량 생산과 희소
성의 가치를 지닌 맞춤복을 적절히 활용하여 소비
자의 욕구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소비자에게 적정 가격의 생활한복을 제공
하고 T.P.O에 따라 예복, 평상복, 캐주얼 등으로 세
분화시켜서 생활한복을 패션의 한 분야로 정착시
킬 수 있도록 앞장 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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