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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organize any rusty image including natural modeling characteristic presented 
from the natural phenomenon to certain patterns in order to create the fashion design that are valued in the expansion 
of independently expressional area and modeling art. As a method for research, the author analyzed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 for rust with a base of theoretical background by the documental research and realistic consideration, 
analyzed its modeling characteristic through domestic and overseas pictures, and e-documents as data, inspected the 
modeling activities of various categories that various images were adapted related to rust, looked into the concept 
of Digital Textile Printing and its producing procedure as an expressional method, and analyzed the examples of 
modern dress and its ornament making use of Digital Textile Printing.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below. 
First, the rust occurred due to the natural phenomenon is the bond with different material like metal, each unique 
modeling characteristic occurs and harmony of various patterns has abundant aesthetic value. Second, the author 
could endowed sensible characteristic and speciality with works and could produce creative fashion design that 
painting, abstractive pattern and harmony of unique sense of colors are significant by using the image of rust, Third, 
to emphasize natural feeling of rust, the author could develop creative design that simple silhouette and impressive 
pattern look significant by reorganizing and applying rust according to repetition, increment, rhythm, contract, 
emphasis and harmony. Fourth, Digital Textile Printing method is used to induce visual effect by the expression 
of feels of rust, and the author could express the natural patterns, delicate expression for the feels of a material 
and unique design of emotion.

Key words: rusty image(녹 이미지), natural phenomenon(자연 현상), abstractive pattern(추상적 패턴), digital 
textile printing(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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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용수, 금속부식, (서울: 민음사, 1996), p, 11.
2) 윤정은, “자율적 형태를 통한 생명에너지 표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 31.

Ⅰ. 서  론
자연이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공간이며, 

눈으로 보이는 세계, 사물의 원천을 의미한다. 자연
은 ‘최초의 미’이며, 자연미란 자연의 현상적 미를 
말한다. 이러한 자연의 현상으로 인해 나타난 질감
적 형상들은 다양한 조형미를 느끼게 해주며 예술
을 위한 모범이 된다. 자연의 언어가 침묵이라면 
예술은 그 침묵을 언어화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자연미 속에 감추어진 매력에 감동을 느끼고 그것
을 작품에 반영함으로써 예술미로 재창조될 수 있
는 것이다. 자연을 대상으로 한 인간의 예술적 표
현 의지는 모든 창조적 영역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으며, 인간의 미의식과 표현본능에 민감하게 반
응하는 의상에서도 예외일 수는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적 대상으로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주변 환경 속 사물에서 볼 수 있는 
‘녹(鏥)’에 관심을 가지고 자연현상에 의해 발생하
는 녹에서 보이는 자유로운 질감의 형태와 색상에
서 보이는 감성적인 조형성이 예술적 모티브로서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의상에 도
입하고자 하였다. 각각의 녹의 이미지에 소재 사용
을 달리하여 현대적인 감각으로 조화를 꾀하고, 시
각적으로 새롭게 표현하여 창의성과 생명감을 주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표현 기법으로는 녹의 질
감 표현에 의한 시각적 효과를 유도하고자 친환경 
날염 기법인 DTP를 사용하여 녹의 조형적 이미지
의 미적 특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새로운 패션디자
인을 전개, 개발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자연현상에서 나타나
는 자연스러운 조형적 특성을 지닌 녹의 이미지를 
응용하여 보다 풍부한 예술적 표현성을 창출함으로
써 조형성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만들고 독창적인 
고부가 가치의 의상디자인을 창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새로운 디자인 방향을 제시한다는 데 있다.

연구를 위한 방법으로 국내외 문헌적 연구와 실
증적 고찰에 의한 방법을 토대로 녹에 대한 개념 
및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국내외 사진 자료, 전자

문헌 등을 통해 조형적 특징을 분석하였으며, 녹과 
연관되는 여러 가지 이미지를 상정한 다양한 범주의 
조형 활동에 대해 알아보았다. 표현 기법으로는 디
지털 텍스타일 프린팅(Digital Textile Printing)의 개
념과 생산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을 활용한 현대복식 사례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작품 모티브는 녹이 슨 구조에서 얻는 
유기적인 패턴과 안료와의 과감한 색상 대비에서 오
는 감성적이고 예술적인 특징이 돋보이는 ‘東理夫’
의 작품집 ‘錆’에서 녹 이미지를 선택하고 Computer 
graphic Tool(Photoshop CS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본 작품의 사이즈에 맞추어 녹의 패턴을 변형, 재
구성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반복, 점진, 율동, 
대비, 강조, 조화 등의 조형원리와 조화시켜 독자적
인 조형 활동을 표현하였다. 

Ⅱ. 이론적 고찰
1. 녹(鏥)의 일반적 고찰

1) 녹의 개념 및 특징
‘녹(鏥)’이란 금속의 표면에 생기는 ‘부식 생성

물’(腐蝕生成物)의 총칭으로 부식이 발생하는 현상
은 다른 모든 자연현상과 마찬가지로 계(system)가 
더 낮은 에너지 상태로 진행하여 나타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어떤 물질이 주위 환경과 반응하여 일
어나는 열화(Deterioration) 또는 파괴를 부식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물질들이 다시 자연으로 돌아
가려는 경향과 일치한다1).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많
은 금속은 산화물 혹은 황화물 등의 광석을 제련하
여 만든 것이므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금속이 
대기의 산소, 수분과 반응하여 녹(산화철)을 형성하
게 되는 것도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열역학의 
원리와 상통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부
식에 의해 생성되는 녹은 자연으로의 회귀를 의미
하며, 부식은 자연을 향한 변화의 축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2).

녹을 발생시키는 부식의 요소에는 크게 외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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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익환, “출토 철제유물의 부식 생성물 연구” (용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 8.
4) ‘녹’ 한국 브리태니커 온라인, http://preview.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04n0250a, (2009.1.3 기사) 
5) www.paints.or.kr, (검색일: 2009.3)

인과 내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외적 요
인으로는 수분, 산소, 가용성염류, 온도, 빛, pH, 미
생물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자연환
경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
로 상호간의 관계를 끊임없이 변화하며 복잡하게 
관여하고 있다. 이와 달리 내적 요인은 금속인자 
내에서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인데, 금속의 순도나 
불순물, 금속조직, 표면 상태 등이 있다3). 녹은 금
속과 주변 환경 사이에서 서서히 일어나는 화학반
응이나 전기화학반응을 뜻하지만, 넓은 의미로서의 
녹은 화학약품에 의해 물질이 서서히 분해되는 것
까지 포함한다4).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학적 환경조
건 하에서 금속의 부식에 의해 생성되는 녹은 다양
하게 나타나며, 녹의 두께나 균일성, 색상의 변화 
등이 조형적 측면에서 표현의 영역을 넓혀주는 토
대가 된다. 

2) 환경에 의한 부식 특성
대기 부식 환경에 의한 부식은 크게 대기 부식과 

해수 부식, 미생물 부식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대
기 부식이란 빗물 등으로 야기되는 다양한 수분함
량을 가진 자연의 대기환경에 노출되어졌을 때의 
온도 및 수분조건에서 발생하는 부식을 말한다. 대
기 부식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균일 부식이고, 공식
이나 그 외에 다른 형태의 국부 부식은 잘 관찰되
지 않으나, 대기에서 이종금속의 접촉에 의한 전지
작용부식이 자주 관찰된다. 또한, 대기 부식이 발생
하기 위해서는 습기가 있어야 하는데, 대기가 대단
히 습한 경우에도 금속 표면의 오염이 없을 경우에
는 부식 속도가 비교적 느리다. 오염물질 및 그 외 
다른 대기오염은 전해성질을 향상시키고, 대기로부
터 응축되는 수막의 안정성을 증가시킴으로써 대기 
부식을 촉진시킨다. 가장 일반적인 산업공해 물질
인 이산화황(SO2)이 표면피막에 용해되면 황산을 
생성하게 되며, 탄소강의 대기 부식을 크게 촉진시
킨다. 또한, 흡습성의 부식 생성물과 대기로부터 흡
착된 염 입자들이 금속 표면에 존재하게 되면 상대
습도가 낮은 경우에도 표면에 물이 응착될 수 있다. 

이는 수막의 존재가 용이해지기 때문에 금속 표면
이 물에 젖어 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어 부식 속
도가 증가하는 것이다. 

온도 역시 대기 부식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데, 실온의 대기에서는 부식 속도가 비교적 낮지만 
표면 수막이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부식이 촉진될 
수 있다. 햇빛에 노출되면 온도는 상승하지만 부식 
속도가 반드시 촉진되는 것은 아니며, 온도 상승으
로 인해서 표면이 건조해져 부식이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직접 햇빛에 노출되면 표면에서
보다 그늘진 표면에서 부식이 더 빠른 속도로 발생
하는 경우가 많다. 높은 습도, 높은 온도, 오염물질 
또는 공기에 함유된 해염 등의 존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대기 부식이 촉진된다5).

해수 부식의 큰 원인으로는 용존산소, 염분의 농
도, 해수의 온도, 유속, 합금원소, 해서 생물 및 방
식제로 주입되는 염소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부식성은 점점 증가한다. 해수
는 약 3.5%의 NaCl을 함유하고 있으며, 금속의 부
식 속도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인위적으
로 만든 용액이 아닌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용액 
중 금속의 부식에 있어 가장 적합한 환경임에 틀림
없다. 염분의 농도를 증가시키면 전기전도도가 증
가하므로 처음에는 부식 속도가 증가하지만 어느 
정도 염분의 농도가 높아지면 부식 속도가 다시 감
소되는데, 그 이유는 산소의 용해도 및 확산 속도
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또한, 유속에 따라 해수에서 발생하는 부식의 형
태와 정도가 달라지는데 유속이 증가한다는 것은 
금속 표면에서의 확산 층이 더 얇아진다는 뜻이며, 
따라서 부식 속도가 더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부식은 균일 부식에서 
침식 부식으로 변화하고, 결국은 케비네이션 부식
으로 된다. 유속이 늦은 경우, 부식 속도가 유속에 
따라 천천히 증가하고, 어느 한계점에 이르면 부식 
속도가 유속에 따라 급격히 증가한다. 유속이 더욱 
증가하면 부식은 유속에 따라 다시 증가하게 되며, 
케비네이션 부식의 형태를 일으킨다. 하지만 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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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도행, “해상 강교량의 부식 원인과 방식 방안에 관한 제안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p. 7.

7) 장미정, “상수도관망에서 생물막 형성 및 미생물 부식”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p. 51.
8) 유재정, 금속의 부식 원인과 보존처리, 보존과학연구실, http://www.nrich.go.kr (검색일: 2009.3)
9) 네이버 백과사전, (검색일: 2009.2)

인레스강과 같은 부동태금속의 경우에는 유속이 적
당히 증가하면 오히려 부식 속도가 감소하게 되는
데, 그 이유는 산소가 더욱 잘 공급되어 부동태가 
보다 쉽게 형성되기 때문이다6).

미생물 부식(microbiologically influenced corrosion)
은 부식 환경에 노출된 금속 소재가 환경 중에 서
식하는 미생물에 의한 신진대사 활동의 직접, 간접
적인 영향으로 부식이 가속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미생물은 거의 모든 자연 환경 중에 서식하기 때문
에 금속 소재는 노출되는 모든 환경에서 미생물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생물학적 부식 메커니
즘은 화학적 부식과 달리 생물체가 생장하면서 pH, 
용존산소와 같은 주변 환경의 조건들을 변화시키
거나 대사과정에서 생산되는 물질의 금속 표면으
로의 흡착 등 대단히 복잡한 요인들이 수반된다. 
미생물은 대사활동에 산소를 필요로 하는 aerobic- 
microorganisms(호기성)와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
는 anaerobic-microorganisms(혐기성)로 구분한다. 이
들은 온도, 압력, 유속, 산소의 유무 등 환경적 요인
으로 존재가 결정되는데, 호기성 조건에서의 생물
학적 부식은 미생물의 활동으로 인해서 생성된 대
사생성물에 의해서 유발되거나, 철산화세균과 같이 
철을 철산화물이나 철수산화물로 산화시키는 작용
에 의해서 발생한다. 황산화세균은 황이나 황화합
물을 산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황산에 의해 금
속의 부식을 일으킨다. 이러한 생물학적 부식은 균
일 부식이 아니라 국부 부식인 공식의 형태로 발생
하며 생물학적 작용에 의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
된다7).

3) 재료에 따른 녹의 특징
모든 금속은 열역학적으로 가장 안정한 상태로 

존재하게 되며, 그렇지 않은 상태의 금속도 시간이 
오래 경과하게 되면 안정한 상태로 변하게 된다.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형태의 금속은 안정한 광석
상태의 금속에 열을 가하여 인간의 용도에 맞게 변

형시킨 것이다. 고대부터 인간의 중요한 생활 수단
이 되어온 금속은 대자연의 법칙에 의해 필연적으
로 부식이 발생한 다금속 원자는 전자를 잃고 양이
온이 되고자 하는 성질이 있다. 이와 같은 성질은 
금속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5).

철(Fe)은 Fe2O3 형태의 부식 생성물이 260℃ 이
상의 고온에서만 형성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
식저항성이 약한 산화 막을 형성하고 다양한 부식 
생성물을 나타내며, 부식으로 인한 녹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금속이다. Fe(OH)3은 중성 부근에서 아주 
낮은 용해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침전이 일어나고 
붉은 녹이 검출되며 산소가 부족하면 검은 녹인 사
산화삼철(Fe3O4․3H2O)의 형태로 멈춰버린다. 녹슨 
철의 표면은 산화가 진행된 순서대로 적녹, 흑녹, 
청녹의 3층으로 되어 있다. 구리는 공기 중에서 산
화하여 먼저 검은색이 되지만, 습기와 이산화탄소
에 의해서 염기성 탄산구리 CuCO3․Cu(OH)2를 생
성하여 녹색이나 청색이 되는데, 이것을 동록(銅綠) 
․동청(銅靑) 또는 녹청이라 한다9). 청동(靑銅)은 과
거로부터 현재까지 가장 애용되는 조각 재료로써 주
물용 합금은 89% 정도의 구리와 10% 정도 주석, 
소량의 납과 아연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에는 실
리콘 등을 첨가하기도 한다. 거의 모든 청동조각은 
주물 후 깨끗한 금속 표면에 다양한 화합물을 가함
으로써 인공적으로 파티나(patina)를 만들어 준다.

파티나란 청동조각 표면의 색을 이루는 층을 말
하며, 안료에 의해 칠해지기도 하지만 약품으로 강
제 부식시켜 색을 내는 것이 정통이다. 인위적으로 
만든 녹 층(파티나) 위에 대기 중에서 발생하는 녹 
층 역시 파티나라고 칭한다. 청동이 대기 중에 노
출되어 있으면 보통 처음에는 갈색의 파티나가 형
성되며, 이어서 칙칙한 검은색으로 변하고, 결국은 
푸른색 파티나로 덮이게 된다. 푸른색 파티나로 발
전되는 시간은 오염도, 습도, 온도에 따른다. 파티
나는 조직이 매우 치밀한 녹으로 오랜 기간 서서히 
진행되어 내부 금속을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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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립현대미술관, http://www.moca.go.kr/, (검색일: 2009.3)
11) 네이버 백과사전, (검색일: 2008.7)
12) 유재정, op. cit., (검색일: 2009.3)
13) 최운영, “자연 유기체의 형태적 특징의 고찰과 디자인 적용 방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95), p. 12. 

며 청동을 아름답게 보이게 한다. 반면, 부식은 급
속하게 진행되는 녹으로써 대표적인 청동병(bronze 
disease)은 염소이온과 이산화탄소의 공격에 의해 
말라카이트(malachite), 아타카마이트(atacamite), 파
라타카마이트(paratacamite) 순으로 발전하여 청동
표면에 구멍을 내게 된다10).

녹은 보통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금속의 내부
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알루미늄․마그네슘․
아연 등과 같이 이온화 경향이 강한 금속은 표면에 
산화물의 피막이 생겨 내부를 보호하기 때문에 속
까지 부식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녹
을 제거하면 즉시 공기 중의 수분에 침식 당하고 만
다. 예를 들면, 알루미늄강의 표면에 수은을 문지르
면 알루미늄은 아말감이 되어 산화피막이 제거되
므로 급속히 침식된다11). 아연(Zn)을 양도체의 금속
으로 단락(short)시키면 수 시간 내에 부식되며, 단
락을 시키지 않은 아연도 많은 시간이 경과하면 천
천히 부식되는데, 이것은 표면에 소량 함유되어 있
는 철과 같은 불순물에 의한 것이다. 한때는 순수한 
금속은 부식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적도 있었
다. 실제로 순수한 알루미늄(Al) 및 순수한 마그네
슘(Mg) 등은 내산재료로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그
러나 금속은 환경의 변화나 온도의 변화 등에 의해
서도 국부전지를 형성하여 부식하므로 완전히 순수
한 금속도 부식을 하게 된다12). 스테인리스강의 부
식은 표면의 부동태막이 훼손되는 시점에서 서서히 
진행된다. 스테인리스강의 응력 부식은 공식이나 
틈 부식처럼 염화물을 포함하는 용액에서 자주 일
어나는데 주로 50도 이상의 온도에서 일어나며, 염
화물의 농도가 낮아 공식이나 틈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환경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스테인리스강의 
공식은 주로 염소이온(Cl)에 의해 형성되지만 정확
한 발생기구(mechanism)는 확립되지 않았다.

2. 녹 이미지의 특징
자연의 현상은 일정불변의 형태에 머무는 일이 

없고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그 특성이 있다. 이러한 
자연의 형태는 인간의 의지나 요구에 관계없이 자
연적으로 성장하면서 살아 운동하는 변화 현상을 
띄며, 생물뿐만 아니라 자연계의 모두에 통하는 원
칙으로 작용한다. 나뭇잎, 꽃, 물고기 등의 생물뿐 
아니라 녹(鏥)과 같은 무기물조차도 이러한 질서 안
에서 성장하고 구조를 이루고 있어 매우 복잡하고 
기하학적 모양을 형성하고 있다13). 주변 환경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자연 형성물 중 시간 및 모든 환경
조건 하에 발생하는 녹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녹
마다 제각기 무엇을 표현하는 형상이 있고, 조화된 
형태미의 구성이 내포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사물이 부식되어 나타나는 녹은 금속의 강
도와 유연성을 감소시켜 건축이나 보존해야할 사
물의 본질을 잃게 만드는 등 여러 분야에서 큰 문
제가 되어왔다. 특히 녹이 건축물 혹은 배수관 등
에 생겼을 경우, 형태를 왜곡시키고, 사물을 약하게 
만들며, 기능상에도 문제를 초래하게 되어 바람직
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지만, 본 연구자에게는 세
월의 흐름을 느끼게 하는 녹의 독특한 조형성이 감
성을 자극하는 모티브로 다가왔으며, 이미지의 다
양화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녹을 관찰해 보
면 자연현상의 특유함이 그대로 나타나며, 두께나 
균일성, 형태와 질감, 색상의 변화 등 의도하거나 
계산하지 않은 자연스러움과 순수함 그 자체로 예
술성이 나타난다. 또한, 녹의 패턴은 자연현상에 의
한 비예측성, 복잡성, 다양성, 반복, 점증, 비대칭성, 
우연성, 역동성, 불규칙성, 시간성을 가지며, 같은 
녹이라고 하더라도 조형적으로나 조직상으로 각각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조형적 측면에서 표현
의 영역을 넓혀주는 토대가 된다. 

녹은 환경의 물질과 상호 교류하며 시간이 갈수
록 그 흔적이 뚜렷하게 남으며, 이 과정 속에서 끊
임없이 자유로운 형태를 만든다. 이렇듯 녹은 시간
성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시간의 흐름은 가장 명쾌
하게 연속성을 나타낸다. 연속성에 의해 만들어진 



220 녹[鏥] 이미지를 응용한 의상디자인 복식문화연구

－ 1008 －

<표 1> 녹 이미지 유형에 따른 조형적 특징
구분 녹(鏥) 이미지 특징

전면
부식

 

 

균일 부식에 의해 금속 표면 전체에 나타난 
녹의 이미지 유형으로 형태보다는 질감과 
색의 조형적 측면이 강하게 나타난다.

국부
부식

점
 

 

공식 부식에 의해 금속 표면에 점으로 나타
난 녹이 우연성에 의해 섬세한 균형미를 이
루며 점증적으로 퍼져 있는 이미지의 유형

선
 

 

동일성(identity)을 띠며 녹의 형태가 직선 혹
은 곡선으로 나타나 율동감이 느껴지는 이
미지 유형 

엽상, 
들림

 

 

생명력이 느껴지는 엽상(葉狀) 형태로 표현
된 이미지 유형

원
 

 

녹이 원형으로 표현된 이미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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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http://www.internidecor.com/Economic Crisis and Interior Design (검색일: 2009.6)
15) 윤황식, “금속조각의 특성과 표현기법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 1.

다양한 패턴의 녹은 환경적 요인과 금속 재질에 따
른 특징, 도료의 표면 처리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
해 부식되는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며, 이미지 표
현 유형이 달라지는데 자연현상에 의해 나타나는 
녹을 정확히 분류하기는 어려우나, 본 연구에서는 
수집한 사진 자료를 토대로 하여 녹 이미지의 유형
을 크게 전면 부식과 국부 부식으로 분류하면〈표 
1〉과 같다. 

균일 부식에 의한 녹 이미지는 순수한 금속 표면
에서 전체적으로 녹이 슬어 간결하며 녹의 순수한 
질감과 색채가 아름다운 조형성을 표현한다. 반면, 
안료가 벗겨지면서 부분 부식에 의해 나타나는 녹 
이미지는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지만 크게 공식 부
식에 의해 금속 표면에 점으로 나타난 녹이 우연성
에 의해 섬세한 균형미를 이루며 점증적으로 퍼져
있는 이미지의 유형과 동일성(identity)을 띠며, 녹
의 형태가 직선 혹은 곡선으로 나타나 율동감이 느
껴지는 이미지 유형, 생명력이 느껴지는 엽상(葉狀) 
형태로 표현된 이미지 유형, 녹이 원형으로 표현된 
이미지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3. 녹 이미지와 예술
녹이란 부식에 의해 금속에서 일어나는 비의도

적이고 파괴적인 반응으로 정의하지만, 부식 과정
에 의한 녹은 시간성을 나타내며, 그 형태와 색감
이 자연현상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독특한 감성
을 자아내며 예술적인 재료로써 사용되어지고 있
다. 특히 현대에는 불필요한 것의 가치를 과감히 
버리고 자연과 공존하려는 새로운 시도를 하며, 특
별히 치장하지 않은 듯 편안함과 고급스러움을 추
구하고 꾸미지 않은 자연을 모티브로 한 것들에서 
순수한 본질 추구와 내면의 안정을 찾으며 가공하
지 않은 리얼리티 스토리를 연출하고, Natural의 본
질을 보여줌으로써 고부가 가치의 자연주의 디자인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14). 이에 따라 여러 분야의 디
자이너들은 기존의 최첨단 기술의 제품들에서 느낄 
수 없는 자연적인 텍스처에 관심을 갖고 자연에서 
모티브를 얻어 이를 디자인에 적용하고 있으며, ‘녹’

의 조형성 중 자연스러운 재질감은 이러한 재료 중 
하나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건축에 있어서 질감은 건물의 심미적 기능을 높
여줄 수 있는 미적 언어이다. 녹은 부식되는 과정
에서 끊임없이 변화하여 시각적 질감으로 건물에 생
동감을 주며 자연스러운 미를 나타내는데, 이러한 
녹의 재질의 사용은 조형물, 미술관, 박물관, 보존
성이 요구되는 건축물, 상징물, 철도, 종교건물 등 
매우 많다. 헤이리 마을은 국내 최대의 예술가 마
을로서, 이곳에 들어서는 모든 설치물은 자연과의 
조화를 고려한 예술작품으로 조성되었으며, 콘크리
트, 나무, 철, 신소재 등 세월의 흐름을 느낄 수 있
게 디자인하도록 하여 녹이 슨 느낌의 건물들을 많
이 볼 수 있다(그림 1). 매트로 호텔(Metro Hotel)은 
1960년 한국 최초의 관광호텔로 역사성을 지닌 명
동 상징물로 일반적 외관을 탈피하고 녹 슨 철판을 
사용하여 디자인적 감각을 부여하여 리뉴얼하였으
며,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외관의 색감과 재질이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그림 2). 

현대조각가들은 돌, 나무, 금속 등의 재료가 주
는 자연미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형상화한다. 재료
에 의한 양감, 기법, 색채를 통한 의미가 구체화되
며, 감각의 세계가 다른 다양한 의미를 추출해낸다. 
조형은 물질에 의한 창조세계이므로 이 물질이 갖
는 재질이나 본질은 작품이 전하는 감각 형태의 중
심에 있는 것이다. 환경 속에서 의미 있는 유기체
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강렬한 특성의 질감에 의해 
총체적 통합으로 형성되는 개성 있는 작품 창조가 
요구되는데15), 조각 재료로 녹(鏥)이 슨 금속을 사
용한 작품 활동은 이러한 표현의 폭을 넓히는 요소
로 작용한다. 조각가인 나이젤 홀(Nigel Hall)은 녹
이 슨 느낌의 철재를 주재료로 사용해 자연의 흔적
이 느껴지는 Stretched Compressed(2006)를 조각하
였으며(그림 3), 빌바오의 구겐하임 박물관(The Guggen-
heim Museum in Bilbao, Spain)에는 미국의 조각가 
Richard Serra의 ‘Plow’(1992) 조각 작품이 2008년
10월에 세워졌다. 이 두꺼운 강판은 8,000kg으로 장
식적 요소를 배제하고도 녹 슨 표면의 재질과 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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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김세은, 유영선, “디지털 프린팅을 활용한 고부가 가치 티셔츠 디자인,” 복식문화연구 15권 3호 (2007), p. 386.

<그림 1> 헤이리 건물 외관 
(출처: http://blog.daum.net)

<그림 2> 명동 매트로 호텔
(출처: http://alkorea.com) 

<그림 3> Nigel Hall(2006)  
Stretched Compressed’

<그림 4> ‘Plow’(1992) by 
US sculptor Richard Serra
(출처: http://news.naver.com)

만으로 멋진 조형물이 탄생했다(그림 4). 
패션에서도 녹을 모티브로 한 스타일을 볼 수 있

는데, 후세인 샬라얀(Hussein Chalayan)은 기존의 것
에서 벗어난 독특한 발상으로 의상의 소재로 녹이 슨 
금속을 사용한 의상 작품을 선보였다. ‘The Tangent 
Flows’(1993)란 주제로 녹이 슨 느낌의 의상을 동
물성 재료인 가죽에 표현하여 오래 된 느낌의 아방
가르드한 면 원피스와 매치하였다(그림 5). 또한, 녹
이 슨 질감을 표현한 원피스 ‘Cartesia’-Autumn/Winter 
(1994)를 선보이며, 의상 소재에 색다른 질감을 부
여하였다(그림 6). 09' S/S Collection에서는 ‘a high- 
speed car crash’라는 스토리로 부서지고 녹이 슨 자

<그림 5> Hussein Chalayan
(출처: In view Nr. 19)

 <그림 6> The Tangent 
Flows(1993) 
(출처: Nai Publishers)

<그림 7> Hussein Chalayan 
09' S/S Collection 
(출처: http://style.com)

<그림 8>  Hussein Chalayan 
09' F/W Collection 
(출처: http://style.com) 

동차의 부분들을 DTP하여 디자인함으로써 독특하
고 개성 있는 느낌의 의상디자인을 선보였다(그림 
7). 또한 09 F/W Collection에서는 도시의 모습을 
담아 녹슨 건물 외관을 의상에 넣어 감각적인 컬러
를 가진 독특한 느낌의 디자인을 하였다(그림 8).

4.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의 개념 및 특징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하

여 디지털 스페이스가 발생함으로써 소비자 또는 바
이어 간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 소비의식의 향
상은 고부가 가치의 상품 생산과 퀵 리스폰스를 위
한 날염 생산 체제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16).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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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배진석, 손영아, “디지털 날염(Digital Textile Printing),” 산업기술연구논문집 (2008), p. 33.
18) 전선, “디지털 직접 나염 시스템에 기반을 둔 대량맞춤화형 의류디자인 프로세스 모형연구” (연세대학교 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 20.
19) 김재필, “디지털 날염,” Fiber Technology and Industry 5권 3/4호 (2001), p. 194.
20) 전승현, “조선시대 매화문(梅花紋)을 응용한 복식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 70.
21) (주)유한킴벌리 DTP Link 자료 (검색일: 2009.2)

러한 시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날염 방식으로 최
근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digital textile printing) 
시스템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 이는 차세
대 날염 방식으로 이미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강한 
이태리 등을 중심으로 DTP 제품의 활용이 크게 증
대되고 있으며, 기존 섬유산업의 새로운 영역으로 
등장하여 섬유 제품의 고부가 가치화를 선도하고 
있다17).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은 기존의 나염방
식과는 전혀 다른 첨단기술인 멀티미디어 기법을 
기반으로 한 섬유디자인 전용 CAD를 이용하여 디
자인하고 이를 디지털화하여 색 분판, 제도, 재판 
과정 없이 잉크젯 프린터(ink-jet printer)로 직접 나
염하는 방식이다18).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을 일반 날염과 공정 측
면에서 비교하면〈표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DTP의 장점을 쉽게 알 수 있다. 기존 날염 공정은 
디자인 샘플 제작 시 장시간과 고비용이 소모되는 
등 부가가치가 낮은 반면,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 
시스템은 디지털 방식에 의해 색상 및 디자인 변경
을 쉽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판에 의한 날염 
공정으로는 불가능한 미묘한 색조 표현이 가능해 
다양한 디자인을 단기간에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19). 또한, 다양한 디자인 샘플을 신속하게 저가
로 생산하여 패션 대응력을 창출할 수 있고, 샘플 
생산 공정의 단순화 및 저비용화가 가능하며, 이런 
장점으로 디자인 고급화 및 국제 경쟁력을 의상디
자인 제작에 부가할 수 있다20).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의 특징을 크게 디자인 
측면과 제품 생산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디자인 측면에서 보면 고난이도 표현이 자유로우
며, 따라서 다양한 디자인의 창조가 가능하다는 점
과 제도, 제판, 색상 등 디지털화 된 데이터를 생산 
장비에 적용하여 빠른 샘플 제작 및 소량 계획 생
산으로 패션 변화에 대응이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많은 디자인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어 용이하게 관리할 수 있으며, 샘플 제작 공
정의 단순화로 신제품 출시까지 디자인 보안 유지
가 가능하게 되었다. 

두 번째로 생산 측면에서 그 특성을 살펴보면 생
산 공정이 디지털화됨에 따라 샘플 생산을 위한 시
간이 절약되고, 본 생산 공정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또한, 디지털화, 자동화된 장비를 이용할 경
우 제품 설계, 색상 조정 및 염료 배합의 정확성이 
실현되었으며, 염료 등 생산원료 필요량의 정확한 
계량으로 원가 절감에 효과적이다. 제품 생산 시 
에너지 절감으로 인해 이에 따른 환경 친화적 효과
를 볼 수 있다21). 또한 repeat size와 color 표현에 제
한이 없어 희소성이 있으며 독특하고 세밀한 무늬
의 이미지 표현이 가능하며 그러데이션 등 복잡한 
색의 변화가 용이하고 유행과 시장 동향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디자인제품의 고급화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DTP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점만 있
는 것이 아니라 잠재력과 동시에 개선해야할 문제
점도 내포하고 있다. 기존에 프린트의 속도가 너무 
느려 대량 생산에 문제가 되었던 점은 기술적인 발
전으로 조금씩 보완이 되고 있으나, 여전히 DTP는 
프린트의 잉크 가격이 비싸 완제품의 가격경쟁력
이 떨어지는 약점을 갖고 있다. 몇몇 소재의 제한
도 이러한 문제점 중 하나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소재의 제한은 DTP 공정 중 하나인 전․후 처리 
작업의 문제가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100야드 이
하의 소량 작업은 고비용으로 진행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금색, 은색, 동색, 펄과 같은 
매탈릭 칼라는 뽑아내기 어려우며, 모니터의 색상
과 프린트한 후의 색상 차이로 인해 디지털 RGB 컬
러와 텍스타일 컬러를 위한 새로운 발색에서 필요
로 하는 조건들을 통제하고 조절해야 한다. 

컬러 매칭(color matching)에 있어서 몇 가지 제
한점이 나타나 품질 유지와 상향 조정이 어려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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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전선, op. cit., p. 30.

이 있는데, 페일톤(pale tone)의 컬러, 그레이쉬 컬러
(grayish color) 등에 나타나는 디터 현상(dithering)
이 나타나는 컬러존(color zone)을 고려해 컬러를 
보정해야 한다. 짙은 컬러에서 얼룩 현상, 만곡 현
상, 오버랩(overlap) 현상, 위사 방향의 끝과 끝의 
컬러에 차이가 나는 등의 또 다른 컬러 문제들에 
대한 주의와 보정이 필요하다22). 원단의 이러한 점
들은 디지털 컬러를 데이터화하고, 기술의 발전으
로 점차 고쳐 나가야 할 것이다. DTP 시장의 확대
를 위해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진다면 패션
산업에서의 DTP 시스템의 수용은 더욱 큰 폭으로 
증가될 것이다.

Ⅲ. 작품 제작
본 연구에서는 세월의 흐름과 자연현상에 의해 

발생하는 녹(鏥) 슨 이미지의 독특한 질감과 유기
적인 패턴, 풍부한 색채에서 느껴지는 새로운 감성
의 자연미를 작품에 반영함으로써 독창적이고 개
성적인 의상디자인을 창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먼저 녹슨 사물들의 다양한 이미지를 
수집하고, 그 중에 ‘東理夫’의 작품집 ‘錆’ 녹에서 
나타나는 따뜻한 색과 상이한 질감, 정제되지 않은 
형태의 느낌이 잘 표현된 7개의 이미지를 선택하여 
실물 작품의 의상에 접목시켰다. 표현 기법으로는 
DTP(Digital Textile Printing)를 활용하여 녹의 본질
적인 구조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면서 그 속의 기하
학적인 구성과 재질이 지닌 색감을 자연스럽게 의
상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또한, 녹 슨 표면이 가진 
겸허하고 화려하지 않은 자체가 갖고 있는 거친 듯 
가공되지 않은 시각적 질감을 새로운 미적 가치를 
지닌 의상으로 창출하기 위한 소재로 매시실크, 실
크 오간자와 같이 부드럽고 하늘거리는 초경량 소
재에 매치시킴으로써 시각적 재질감의 섬세한 표
현과 촉감의 새로운 조화를 꾀하였다. 또한, 부드러
운 실크와 함께 가죽과 광택 가공을 한 합성피혁 
등 두께감이 느껴지는 이질적인 소재를 믹스 앤 매
치하여 새로운 ‘Shape’을 탄생시키는 독창적인 디
자인을 창출하고자 하였다. 전체적인 디자인의 실

루엣은 패턴의 기하학적이고 독특한 구조의 미와 
다양한 색채의 표현의 극대화를 위해 현대적 디자
인의 미니멀한 스타일로 디자인하였다. 

작품의 제작 과정은 다음의 순서와 같다. 
사례 분석 대상인 녹슨 이미지를 본인이 직접 촬

영한 약 100여 장의 사진 자료와 인터넷 자료 사진 
자료 50여 장, ‘東理夫’의 작품집에 있는 녹 슨 이미
지 사진 100장을 수집하여 조형적인 특성을 분석하
고 이 중 녹의 색상과 상이한 질감에 따른 기하학
적 형태가 돋보이는 ‘東理夫’의 작품집 ‘錆’에 있는 
6개의 이미지를 선택하였다. 다음으로 Computer gra-
phic Tool Photoshop CS2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이
미지의 보정과 모티브에 변형을 도모하여 새로운 
패턴으로 디자인하고 쉬폰, 실크, 공단, 벨벳, 가죽, 
광택 처리된 합성피혁, 오간자 등 다양한 원단에 각
각 DTP하여 칼라와 소재의 느낌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샘플 작업을 통해 녹슨 이미지를 가장 섬세
하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매시 실크, 실크오
간자와 합성피혁을 선택하였다. 칼라 수정과 전처
리 과정을 거친 뒤 DTP된 원단을 기하학적 무늬의 
적절한 배치를 위해 패턴에 맞춰 재단하고 선택된 
매시 실크와 실크오간자에 가죽을 함께 매치하고 
합성피혁에 폴리 쉬폰을 믹스하여 이질적인 서로 
다른 소재와 혼합을 의도하며 복식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작품 제작 구성표는〈표 
2〉,〈표 3〉에  정리하였다.

Ⅳ. 결  론
자연이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공간이며, 

눈으로 보이는 세계, 사물의 원천을 의미한다. 자
연은 ‘최초의 미’이며, 자연미란 자연의 현상적 
미를 말한다. 이러한 자연의 현상으로 인해 나타
난 질감적 형상들은 다양한 조형미를 느끼게 해
주며 예술을 위한 모범이 된다. 자연의 언어가 침
묵이라면 예술은 그 침묵을 언어화하고자 노력하
는 것이며, 자연미 속에서 느껴지는 독특한 감성
을 작품에 반영함으로써 예술미로 재창조될 수 있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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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작품 구성표, 디자인 1-3

디자인 1. 코트 디자인 2. 롱 재킷 디자인 3. 트렌치코트

작품
사진

모티프
이미지

소재 합성섬유(인조가죽) 합성섬유(인조가죽) 오간자 실크

작품
설명

표면이 벗겨지면서 나타난 거친 
질감의 녹과 그 주변의 녹 자국이 
자연스럽게 번져 공간에 반복적
으로 분리, 구성되면서 독특한 조
형성의 이미지. 포토샵 CS를 사용
하여 이미지의 형태와 색을 수정
하고 코트의 앞면 좌, 우 패턴의 
크기를 달리하여 강조하면서 자
연스러운 녹의 느낌으로 재구성

녹 슨 이미지의 표현을 극대화하
기 위해 원단 선택에 있어 광택과 
질감을 고려하여 녹의 조형적 특
징 전달, 재킷은 프린세스 라인으
로 여성스러운 느낌과 심플하면
서 앞과 뒤의 길이에 차이를 주어 
현대적인 느낌으로 디자인, 앞의 
여밈 장식과 소매는 폴리쉬폰의 
얇은 원단을 여러 겹으로 겹쳐서 
그윽한 색감의 효과 표현

부식되어 불규칙한 선으로 나타
난 녹 주변에 미립자가 붙어 있어 
독특한 질감을 가진 녹의 이미지 
응용. 포토샵 CS 툴을 사용하여 
이미지가 반복된 형태를 만들지 
않도록 이어진 부분에 경계를 없
애고 단일한 패턴으로 구성하고
자 형태에 변형을 주어 의상의 사
이즈에 맞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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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작품 구성표, 디자인 4-6

디자인 4. 재킷과 원피스 디자인 5. 원피스 디자인 6. 재킷과 팬츠

작품
사진

모티프
이미지

소재 오간자 실크, 합성섬유 매시실크 오간자 실크

작품
설명

빛으로 인해 그러데이션 된 녹슨 
표면의 이미지를  모티프로 벌룬 
스타일의 원피스 디자인. 자연스
러운 녹의 색과 질감을 섬세하게 
표현하기 위해 오간자 실크를 사
용, 원피스는 장식적인 요소를 배
제한 심플한 실루엣과 신체의 선
을 그대로 들어내는 시스루룩으
로 디자인

부식의 진행으로 빨간색 표면 위
로 무정형의 녹이 피어나면서 마
치 동양의 수묵필법처럼 생생한 
녹의 이미지를 computer graphic tool
을 활용하여 모티프 재구성. 강렬
한 패턴의 강조를 위해 심플한 실
루엣으로 디자인, 같은 소재의 러
플을 달아 입체감 표현, 포켓과 
칼라 부분에 변형을 주어 디테일
을 살린 디자인 의도

부식에 의한 녹 자국이 벽을 따라 
자연스럽게 번지면서 그러데이션 
색감과 부드러운 질감의 독특한 무
정형적 형태를 만들어낸 녹의 이미
지, Photoshop CS에서 확대, 도치, 변
형하여 새로운 패턴의 소재로 제작, 
색이 바라면서 비정형의 형태의 녹
슨 자국의 시각적 효과를 더하기 위
해 오간자 실크에 DTP하고 번지는 
녹에 율동감과 질감 효과를 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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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자연현상에서 나타나는 녹의 조
형적 특징을 응용하여 보다 풍부한 예술적 표현성
을 창출함으로써 조형성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만
들고, 의상과의 조화 가치에 중점을 둔 독창적인 
의상디자인을 창출하고자 하였다. 미적 표현 대상
인 녹의 독특한 감성을 표출하기 위하여 녹이 슨 
구조에서 얻는 유기적인 패턴과 안료와의 과감한 
색상 대비에서 오는 감성적이고 예술적인 특징이 
돋보이는 ‘東理夫’의 작품집 ‘錆’에서 8개의 녹 이미
지를 선택하였다. 선택한 녹 이미지를 조형언어로 
표현하고자 computer graphic tool을 사용하여 의상
에 맞게 패턴을 디자인하였고, 기법으로는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digital textile printing)을 사용하여 
녹의 시각적 질감과 색채를 의상에 잘 표현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코트, 트렌치 코트, 재킷과 팬츠
의 투피스 2벌, 재킷과 스커트 투피스, 볼레로 상의
와 원피스, 원피스 등의 디자인 전개 및 제작하였
다. 본 논문의 이론적 배경 연구와 그에 따른 작품 
제작에서 얻은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현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녹은 금속 표
면과의 상이한 재질감의 결합으로 각각의 독특한 
조형적 특징이 나타나며, 다양한 패턴의 조화는 풍
부한 미적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요소는 예술
의 새롭고 중요한 소재로써 조형 활동의 원천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녹의 상이한 질감을 가진 다양한 패턴과 
빛(석양)에 따라 녹에서 나타나는 따뜻한 색과 정
제되지 않은 형태의 느낌을 시각적으로 잘 표현한 
‘東理夫’의 작품집 ‘錆’의 녹 이미지를 본 연구 작품
에 모티브로 사용함으로써 감각적인 개성과 특별
한 감성을 부여할 수 있었으며, 자연에서 오는 회화
적이며 추상적인 패턴과 독특한 색감의 조화가 돋
보이는 창의적인 의상디자인을 창출할 수 있었다. 

셋째, 녹의 자연스러운 느낌을 강조하고자 com-
puter graphic tool을 활용하여 녹 이미지를 변형, 재
구성하고 반복, 점진, 율동, 대비, 강조, 조화 등의 
조형원리를 의상에 맞게 재구성하여 적용함으로써 
단순한 실루엣에 강렬한 패턴이 돋보이는 독창성 
있는 디자인을 전개할 수 있었다.

넷째,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 방법은 녹의 질감 
표현에 의한 시각적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 효과적

인 표현 기법으로 활용되었으며, 고급스러운 매쉬
실크, 오간자 실크와 같이 염색이 용이한 자연소재
와 합성섬유에 DTP함으로써 녹의 자연스러운 형태
와 세밀한 질감 표현, 독특한 색감을 표출시킬 수 
있었으며, 시각적 효과와 촉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독특한 감성의 디자인을 통해 고부가 가치 의상디
자인을 창출할 수 있었다. 

앞으로 본 연구와 작품 제작 과정을 통해서 보다 
열린 시각으로 창의적인 조형세계를 열어갈 수 있
길 기대하며 예술적 원천의 모티브로서 무한한 미
적가치를 지닌 녹의 특징을 더욱 다각적으로 연구
하여 구조와 질감에 따른 표현 방법의 새로운 방향
을 모색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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