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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has the purpose of suggesting a development-method on the fashion

products that would secure the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markets through creating

supersensitive practical products on the basis of developing originative fashion-goods

being made of jacquard that is fine quality of couture. This paper has collected data

through the cases of the developed nations in fashion, precedent studies and all the

related literature on the subject. The results of this researching are as following: The first,

it is expected that the necessity of developing new fashion products would be appealed

toward the prestige group of consumers who are seeking for the fine quality and

super-sensitivity in female fashion in Korea, and it is the current situation that the products

made of jacquard are gradually expanding not only in the area of apparel, fashion goods

and interior but also another areas.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global market suggests the

necessary strategy of survival, that is, the development of supersensitive materials and

creative products which would be able to keep the high quality and lower the selling price

through cost reduction. The second, the suggestion of the direction in developing the

products of the female fashion made of jacquard has two points the development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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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ure that would realize a unique form and the development of the material that would be

able to realize planar pattern and three dimensional pattern which are woven with thin and

light materials with various solidity and delicacy through various techniques of mixing and

three dimensional expression. The third, the expected ripple effect and utilization generated

from the development of fashion products are as followings: As material characteristics of

jacquard, It needs the specialization of various techniques and specialized production

system in using jacquard, and the specialized technique and system would make it

possible to produce not only the higher value-added products through expressing affluent

colors and delicate design but also competitive products through cutting the process and

cost, eventually, it would lead to the expansion of the jacquard market of super-sensitive

prestige. Therefore, it is remarkable that various development of products toward the global

market and the prestige female fashion market can suggest the vision that make the

national fashion industry develop into the higher value-added knowledge industry

integrating technology and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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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Ⅰ

국내 여성복산업은 중소기업과 도시형산업업종의

미래형 패션산업이며 디자인 생산기술 소재에 따, , ,

라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산업이다 국내 패션.

산업은 세계무역 자유화 수입개방 유통시장 개방, ,

으로 인한 극심한 경쟁상황과 고부가가치 중심 산업

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패션 시장에서 독창성과

차별적인 패션 상품개발로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할

필요성을 가진다.

최근 국내 여성복 시장은 여성적인 스타일 트렌드

와 함께 대 이상의 여성 실버시장의 소비 증가로50

여성복 수요 증가 추세의 시장 확대 가능성을 보여

준다 그러나 고가인 이탈리아 프랑스 제품과 저가. ,

인 중국 베트남 미얀마 제품의 대량 수입에 따라, ,

국내 여성복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입지가 매우

좁아지게 되었고 인건비 원재료 등의 생산비 측면, ,

에서 우위에 있는 중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

고 디자인과 마케팅력이 우수한 이탈리아에 비하여

제품경쟁력은 떨어져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서 어

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1) 이러한 경쟁력 약화요

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품차별화를 위한 디자인

요소기술의 혁신과 생산성향상을 위한 생산기반혁

신 시장 확대를 위한 판로기반의 혁신 등의 전략을,

수립하여야 하며 디자인 요소기술을 개발시킬 수,

있는 전략을 구축하고 마케팅 정보력을 강화하여 브

랜드 육성을 통한 시장의 다변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고 본다.

이와 같은 노력의 한 방법으로 자카드 소재의 장

점을 활용한 디자인 개발은 다른 소재의 디자인 개

발보다 다양한 디자인을 표현했을 때 더 큰 감성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특징인 클래식함과 웅장한 느낌,

자연 감성의 플로랄 패턴의 다양한 응용 구조적인,

기하학패턴의 자유로운 응용 수채화 추상화 등 아, ,

티스틱한 감성을 패턴에서 표현할 수 있고 민족적인

감성이 느껴지는 에스닉한 패턴의 표현이 글로벌 프

레스티지 소비자층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하이

퀄리티 자카드 소재개발이 가능함은 물론 유행을,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인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글로

벌 마켓을 향한 판로개척이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주요 트렌드 소재이며 수,

입의존도가 높은 고급 꾸뛰르 소재인 자카드를 활용

한 독창적인 패션상품 개발연구를 위하여 전문적인

정보력을 바탕으로 보다 다양하고 개성 있는 고감성

실용명품 창출로 글로벌 마켓에서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는 패션상품 개발을 위한 기초적 연구의 목적

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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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배경.Ⅱ

자카드의 특성과 활용1.

자카드란 년 프랑스 리옹 의 조셉 마린1804 (Lyon)

찰스 자카드에 의해 발명된 기계로 그 이름을 따서

기구의 명칭으로 한 것으로 보통 문직기하고 불렀

다 자카드 기계는 초기에 낚시 그물을 만들기 위해.

매듭을 자동적으로 묶는 기구의 원리를 직기에 사용

한 것으로 직기 위에 걸려 있는 경사를 무늬에 따라

서 개구되어지도록 만든 것이다.2) 이러한 자카드 직

조기의 기계화는 년대 최고에 이르고 그 후 자1800

카드 직기의 기본 구조에 있어서는 큰 변화는 없으

나 이후 수직기나 동력 직기 위에 특이한 장치로서,

자카드 헤어모션 을 설치하(Jacquard Head Motion)

여 직기에 있는 디딤판을 자동으로 작동시켜서 개구

되어지도록 했으며 어떠한 복잡한 무늬의 패턴도,

가능하게 됨으로써 한 단계 더 큰 현대화를 이루게

된다 자카드는 특수 직기를 사용하여 색상표현이.

풍부하고 색사를 사용하여 복잡하고 섬세한 문양을

직조하여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직물로 두께가 두텁

고 뛰어난 견고성을 지닌다 일반적으로 가지 이상. 2

의 조직을 짜 맞추어서 짜 넣거나 색실을 이용하여

직물에 여러 가지 문양이 나타나는 직물로 정의된

다.3) 공정과정이 다른 조직이나 직물에 비해 까다로

워 비싸지만 자카드만이 가지는 장점과 특성으로 생

산과 소비 증가로 오늘날 직물 중에서는 최고급 직

물로 알려져 그 사용량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실정

이다 소비자 취향과 스타일이 다양화되고 있는 흐.

름에 맞추어 자카드 소재 디자인 개발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4)

직물을 짜는 여러 가지 직기 중에서 자카드 직기

는 무늬를 짜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평직 능직 주, ,

자직 등 삼원조직의 변화조직으로도 표현하기 어려

운 독특한 무늬효과를 직물표면에 나타낸다 이중에.

서도 표현무늬가 크거나 곡선 등 복잡하고 다양한

무늬는 일반적으로 자카드 직기를 이용해서 짜게 된

다.5) 자카드는 직물표면에 장식을 통해 디자인하지

만 제직과정에서 무늬를 표현하기 때문에 다양한 색

상과 디자인 등의 표현이 다른 직물들에 비해서 고

급스러운 분위기를 창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

러나 자카드는 일반 도비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

정이 까다롭고 복잡하며 일반직기와 달리 자카드,

직기와 같은 부가적 시설투자가 요구되기 때문에 고

전적 방식인 소품종 대량생산 시스템보다는 고부가' '

가치를 요구하는 희소성 주문생산 시스템에 적합한

특성이 있다 그리고 자카드 기법은 염색된 실로 직.

물을 제직함으로써 환경오염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

다.6)

현재 자카드는 패션의류의 일부 제품과 실내 인테

리어 장식용 액세서리 침구류에 많이 쓰여 지고, ,

있다 패션의류에 있어서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추.

구하는 여성복과 남성복에서 많이 이용되어지고 주

로 재킷이나 슈트 코트 언더웨어 등의 아이템에서, ,

사용되고 최근에는 프라다 루이비통 크리스찬, ‘ ’, ‘ ’, ‘

디올 등 세계 명품브랜드에서 패션 아이템인 가방’

이나 구두의 로그에 자카드를 사용함으로 해서 독특

한 문양이나 숫자를 제품에 응용하는 로고 마케팅을

활용하고 있다.7) 자카드 활용이 다양한 분야에서 고

급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한 용도로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과거에는 자카드 소재의 두께가 두꺼운 관계로 견

고함을 장점으로 활용하고 소재의 디자인이 단순하

며 차분한 분위기의 제품의 이미지에서 현대에는, ,

각기 다른 소비자의 취향에 맞추어 직물의 두께도

과거와 다르게 얇고 부드럽게 직조가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자연 친화적인 재료와 합성섬유와의 조화

로 여러 가지 텍스처감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다양.

한 장식의 기능으로 의류 뿐 아니라 패션소품에도

다방면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의 방향으,

로 미루어 자카드 소재의 디자인은 창의적이고 감각

적인 개발이 앞으로 계속 필요하다고 여겨졌다 따.

라서 자카드의 고부가가치와 여성복 패션상품 개발

은 국내 견직물 산업의 발전과도 직결된 문제이므로

다양하고 개성적인 패턴에 관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

된다.

국내 여성복 산업의 특성2.

국내 패션산업의 여성복 시장은 의류 시장에서 줄

곧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패션과 시대 조류를

이끌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중심의 산업으로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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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고 있다 과거의 중저가 대량생산 위주에서.

다양한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차별화된 상품생산의

변화와 세계무역시장의 수입개방 자유화와 유통시장

개방은 업체 간 경쟁이 극심한 현상에 직면하게 한

다.8)

국내 여성복 시장이 끊임없이 확대됨에 따라 세계

여성복 유명브랜드는 잇달아 중국에 진입하였으며,

국내 시장은 갈수록 세계 여성복의 중요한 조성 부

분이 되었고 국외 여성복 브랜드는 국내 대도시 전

문판매점 혹은 전문 판매코너에 진입하였다 비록.

현재 경로가 적고 가격이 높지만 여성복 고급 시장

과 국내 여성복 패션 추세에 주는 영향은 거대하며,

고급 시장을 기본적으로 점유하였다 또한 외국 브.

랜드는 더욱 넓은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중고급 여‧
성복 시장을 점유하기 위하여 국내 브랜드와의 합작

을 가속하여 시장 경쟁도 갈수록 격해지고 있다.9)

소비심리 침체의 장기화에 따라 패션감도의 변화

도 점차 나타나고 있었는데 브랜드에 대한 구매가치

의식에 대한 상승은 정체되어 있는 반면 중국 등,

제 국에서의 생산 제품에 대한 거부감은 지속감소하3

고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현재 국내 여성복 산업은.

수입제품의 내수시장 잠식으로 기업의 생산 기반력

이 상실되어 있고 수요시장은 저렴한 가격의 제품과

디자인가치를 주는 고급 명품제품을 선호하는 등 양

극화 현상이 심화되어 있다 그러나 여성복의 유행.

확산과 대중화 수요의 급속한 증가는 국내외 판로,

확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산업회복의 기회

시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국내 패션산업의 복종별로 보면 캐주얼 시장의 주

도하에 남성복과 여성복에서 시장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데 여성복 시장의 스타일은 캐주얼 스타일보다,

는 여성적인 스타일의 강세에 따라 수요는 지속적으

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여성복, ,

유행경향이 정장화 혹은 로맨틱 페미니즘화가 되면

서 직장 초년생이면서 결혼 적령기에 있는 대 후20

반의 여성소비인구가 선호하는 시장이 된 것은 여성

복시장이 성장할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여성복 소비자의 고급제품 주도구매가 나타나면서

시장에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는 추세이

다.10) 양극화현상의 다른 한 면인 명품화 열풍은 고

가의 신사복 및 겨울 여성복 외투류 시장의 성장세

를 예견하는 반면 중저가 캐주얼시장의 하락은 이,

제 막을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 패션소비의 양.

극화가 확대되면서 고가 구매는 브랜드 제품으로 저

가제품은 할인점 내지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구매가

되고 있는 것이다.11) 여성복 시장에서 해외명품이

차지하는 비중을 국내 여성복 상품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만한 브랜드

의 인지도와 디자인력과 품질에서 고급화를 지향할

수 있는 브랜드상품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과거의 패션산업은 의복이 실생활에 필수적 요소

이므로 제품을 대량생산하여 공급하는 제조 지향적

산업 구조였으나 는 소비자의 감성과 문화를 창21C

출하는 가치적 요소로 변화되면서 디자인을 통해 가

치지향 산업구조로 이행되는 추세로 전화되어 디자

인이 기업의 핵심역량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므로 우.

리는 디자인 혁신을 추구하여야 하며 디자인 기술,

혁신뿐만 아니라 품질에서의 기술혁신을 위한 활동

에서도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여성복의 품질부.

분에서는 소재가 중요성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여성복은 스타일들이 비슷하기 때문

에 소재에서 그 차별성을 둬야 하기 때문이다 상품.

기획부분에서 소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며,

특히 브랜드에서 자기 브랜드만의 독자적인 소재사

용을 원하는 경우는 수입원단을 단독 계약해서 사용

하는 경우가 많다.12)

국내 소재산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소재의 품질,

은 선진국 수준에 뒤떨어지지 않으나 소재의 다양성

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일반 브랜드와 소재생산업체간의 원활한 커뮤

니케이션이 이루어져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품질의

다양한 소재 개발로 국내 여성복 시장에서 소재의

해외의존도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

라의 독창적인 패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재

제조업체와 브랜드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며,

전문적인 소재정보와 새롭고 특별한 소재의 개발로

부가가치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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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및 방법.Ⅲ

연구내용1.

본 연구내용은 글로벌마켓을 지향한 고감성 자카

드 소재 활용으로 여성복 패션상품개발을 위하여 문

헌조사와 각종 패션관련 보고서를 통해 관련내용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을 제시하였다.

첫째 자카드 소재를 활용한 패션상품의 국내 외, ․
현황 분석을 통한 개발의 필요성 조사.

둘째 자카드 소재를 활용한 여성복 패션상품의 개,

발방향 제시.

셋째 자카드 패션상품 개발 시 예상되는 파급효과,

및 활용방안 제시

연구방법2.

본 연구는 문헌조사를 통한 이론연구 각종 패션관,

련 보고서를 통해 수집된 여성복의 전반적인 마케팅

현황과 섬유산업의 현 상황을 각종 자료를 토대로

고찰하고 섬유산업연합회의 정보자료 정책자료 통, ,

계청 각종 섬유패션전문신문 인터넷 사이트 등을, ,

토대로 여성복 디자인 트렌드분석과 국내 외 자카․
드 소재 시장 현황 분석을 통하여 자카드 소재를 활

용한 여성복 상품 개발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결과 및 고찰.Ⅳ

패션상품 개발의 필요성1.

세계적인 경기불황과 함께 국내경기 침체의 영향

으로 여성복 시장의 규모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

고 있으나 년 지역섬유경기 전망은 체감 지수2010

기준으로는 년 종합지수 에서 년(BSI) 2009 81.7 2010

종합지수 의 긍정적인 결과로서 완만한 회복을94.9

기대하고 있으며 지역섬유산업의 수출에 대한 전망,

치 또한 년 잠정치 백만 대비, 2009 2,300 $ 11.7%

증가된 백만 로 예측되고 있다2,570 $ .13) 그러나 패션

대기업들은 라이센스나 직수입 등을 통한 해, M&A

외브랜드 도입이 더욱 가속화함에 따라 글로벌 브랜

드 해외 명품 브랜드의 시장이 확장되어 더욱 치열,

한 경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국내 경제.

상황 악화에 따라 많은 패션업체들이 물량의 대폭축

소 등 보수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 같,

은 움직임은 곧 매출하락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러한 시장 환경에서 글로벌마켓을 지향한.

소재 중 현재 주요 트렌드 소재인 고감성 자카드에

관한 국내현황을 살펴보면 첫째 국내 자카드 생산, ,

현황은 국내에서 유일한 섬유 산업 특화 단지인 유

구 자카드는 프랑스 조셉 마리 자카드가 발명한 직

조기로 복잡한 무늬의 입체적 표현과 문양 직물의

자카드를 생산하는 곳으로 국내 자카드의 약 의90%

생산과 그 중 를 수출하고 있다80% .14) 그 외 다른

지역에서 자카드를 생산하는 곳은 진주지역에 의류

용 실크 자카드직물 대구 경북지역에 화섬 자카드, ,

직물이 집적화되어 있으나 대부분 중저가 직물을,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다 특히 유구지역을 중OEM . ,

심으로 여개 자카드 직물업체가 있으며 국내 유130 ,

일한 자카드 섬유산업으로 특화된 산업단지이다 이.

지역의 직기대수는 의 국내전체의 를 차1,500 16.0%

지하고 생산업체는 개로 를 차지하고 있200 27.8%

으며 자카드 직기로 연간 만 야드의 자카드, 2,500

제품을 생산한다 생산품목은 자카드의 주생산과 홈.

스타일산업용 헤드타이 다마스크 등인 것으로 조, ,

사되었다 유구지역은 또한 친환경 자카드 기반구. ,

축사업 지역으로 지정돼 산업용 자카드 분야의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였고 고감성 디자인 강화로 고부가

가치 사업을 구축했다15).

둘째, 국내에서 자카드의 패션의류 생산비중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로, ('03)7% ('07)15% ('12)30%→ →

의 추이로 계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산,

업용섬유에서의 생산비중 변화 추이 또한 ('03)24%

로 패션의류보다 더 많은 생('07)35% ('12)50%→ →

산비중과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냈다.16) 국내의 자

카드 대표기업인 백산무역은 자카드직물을 고급화와

차별화 전략으로 만불에 근접한 수출실적2,000 (170

억 원 을 올렸으며 매년 자카드로 두 자리 이상의) ,

수출 신장세를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카.

드의 팬시화와 경량화 디자인의 독창성 벌키성 신, , ,

축성 입체감 자연미 등을 꼽을 수 있으며 매년 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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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액 대비 에 이르는 연구개발비를 투자해온 결7%

과라고 하였다.17) 성보섬유상사는 융합기술을 활IT

용하여 직물설계기술계발을 활용하여 자카드를 생산

했을 경우 자카드와 도비의 생산량과 생산이익을,

일 기준으로 비교하였을 때 총금액이 자카드 억30 3

천만원이고 도비는 억 천만원이였으며 프로그램3 2 5 ,

을 활용한 패턴의 개발로 인한 생산량과 이익을 30

일 기준으로 비교하면 자카드는 억 천만원이고 도, 3 3

비는 억원으로 패턴연구개발로 인한 직물의 고급화3

로 회사는 개발 이전의 이익보다 무려 월간 천만원5

년간 억여원의 이익을 창출하게 되었다6 .18) 이와 같

이 자카드의 국내생산은 패션분야와 산업용분야에서

지속적인 생산 증가세와 해외 수출 신장세를 보여주

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셋째 여성패션상품의 자카드 활용도를 살펴보면, ,

이번 시즌 여성복 패브릭 트렌드에서 다10/11 F/W

양한 패브릭을 사용하여 구조적인 실루엣을 형성하

고 럭셔리한 새틴 앤틱 분위기의 실크 자카드 등, ,

이 화려함과 고급스러움을 나타내었다 특히 이번. ,

시즌을 위한 메인 디렉션은 트래디셔널과 클래식과

동서양의 폴크로릭 뉘앙스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자

카드 소재와 매우 장식적인 아티스틱한 감각의 자카

드 소재는 자이언트 모티브의 모노크로마틱 자카드

와 오리엔탈리즘으로부(Monochromatic Jacquard)

터 영향을 받은 섬세하고 멀티 컬러로 된 자카드-

를 선보였다(Multi-Colored Jacquard) .19)

여성복 패션상품의 아이템 중에서 자카드를 활용

한 상품은 베스트 캐주얼 재킷 코트 등 다양한 디, , ,

자인의 특종상품이 매출을 주도하였다 특히 니트. ,

재킷에 자카드 조직을 활용한 재킷생산의 경우 튜블

러 자카드가 로 버드아이 자카드가 로 많46.7% 40%

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0) 국내 내셔

널브랜드 중 주 코리아의 여름 신상품은 고유( ) EXR

의 컬러를 바탕으로 을 대표하는 레이싱 문EXR「 」

양 자카드 패턴의 상품들이 주를 이루었으며, , 닥스

골프웨어는 닥스 고유의 자카드 패턴을 활용한 다양

한 컬러와 소재의 믹스 앤 매치가 가능한 보온성과

젊어 보이는 스타일을 제시하였다.21) 또한 나이키는,

년 봄 여름 시즌 최상위 컬렉션인 하이테크 프2010 / ,

리미엄 골프웨어 타이거 우즈 플래티늄 라인에서,

혁신적인 기능 고급스러운 패턴 한층 화사해진 컬, ,

러와 베이지 컬러와 올리브 톤의 은은한 그린 컬러

로 출시되는 저지 소재의 커버 업은 머서라이즈 자

카드 원단에 플라켓 부분에 스트라이프 패턴으로 포

인트를 줘 다양한 폴로류와 매치할 수 있는 기능과

패션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차별화된 스타일을 선

보였다.22)

특히 캐주얼 여성복 브랜드들은 브랜드 로고 프,

린트를 사용한 자카드 가방을 출시하여 기대 이상의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잡화 전문.

브랜드보다 패션성이나 유행에서 앞서고 가격도 더

저렴하기 때문이다 국내의 몇몇 브랜드 및 라이센.

스 브랜드들은 로고 프린트 자카드 소재의 잡화개발

로 매출신장을 이룩했으며 트렌드와 컨셉에 적합한,

새 모델을 출시할 계획과 다수의 후발 브랜드들 역

시 자카드 소재 잡화 개발을 강화함, 23)에 따라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자카드 패션상품의 매출 성장세

는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자카드는 넥타이. ,

와 의류용 실크직물 등 부가가치가 높은 패션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소재로서의 가치가 높으며 도비직,

물에 비해 디자인 의장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산원가가 높고 이에 따른 고용효과가 증30~40%

대되며 소비자가격을 이상 높일 수 있는 장, 100%

점이 있다.24)

자카드를 활용한 국내브랜드의 넥타이는 다니엘에

스떼 지센옴므 밀라숀 지이크 파고란반의 브랜드, , , ,

에서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이들 브랜드에서는 대부,

분 큐빅장식과 플라워 패턴을 포인트로 한 디자인으

로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25) 이와 같은 결과로

패션상품의 자카드 활용도가 최근 패션 트렌드는 물

론 다양한 아이템에서 활용도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카드 소재 산업은.

어패럴 패션상품 인테리어 분야 외에도 점차 그, ,

분야가 확대 될 것으로 본다.

다음은 글로벌 마켓 지향 고감성 자카드에 관한

국외현황을 살펴보면 글로벌 경제의 위기가 심화됨,

에 따라 높은 가격의 명품을 선호하던 여성패션 프

레스티지 시장에도 고품질과 독창적인 디자인 감각

에 대한 가치소비 합리적인 소비를 지향하는 새로,

운 소비자층이 형성되고 있다.26) 이와 같은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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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즈에 부응하여 세계여성패션 시장에는 고품질과

독창적인 디자인 합리적인 가격대의 실용명품 라인,

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기존의 세계명품 브랜드 또.

한 가격대를 낮춘 서브 브릿지 브랜드의 런칭이나,

라이센스 사업을 통해 전략을 새롭게 하고 있다 이.

러한 세계적인 시장현황 속에서 고품질을 유지하되

원가절감으로 판매가 인하를 가능하게 하는 고감성

의 소재개발과 독창적인 신 디자인 개발은 세계시장

에서의 필수적인 생존전략이 되고 있다.

첫째 아시아시장에서 자카드 직물 생산 증가현상,

을 살펴보면 일본 홍콩의 패션시장은 의류상품은, ,

물론 패션소품분야에서도 자카드 소재의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한 개발로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특히. ,

일본은 자카드직물 산지인 후쿠이지역에 정부가 관

련정보 및 연구개발사업 등을 지원하여 동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으며 자카드직물 세계 제 위 수출, 1

국인 이탈리아는 정부차원에서 이미Made in Italy

지 제고 정책 추진과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지원에

적극적 지원과 울과 실크소재를 이용한 인테리어,

가구 및 의류용 등 고부가가치 자카드 직물이 패션

을 리드하고 있다 중국은 년 중국 우수 자카. "2005

드직물 평가 의 결과 발표에서 중국날염업계협회가"

개최한 것으로 개 넘는 날염직물기업 중1,000 200

여개 생산기업이 평가에 참여하여 최종적으로 개53

기업이 순위에 들었다.27) 현재 중국의 텍스타일기업

은 의 각종 무역장벽 미국 사회책임 측EU , SA 8,000

면의 인증 등에 많은 제한과 장애에 직면하여 섬유

의류의 경쟁이 갈수록 텍스타일 경쟁에 집중해야한

다는 것이 이미 전체 섬유의류업계의 공통된 인식으

로 중국은 텍스타일 디자인이 의류 디자인의 가장

핵심적인 일환이 되었다 이러한 경쟁을 극복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최근 대형 전자 자카드머신 섬유,

등 하이테크 섬유 기술 지원 하에 텍스타일CAD ,

디자인과 기술 과학의 하이텍크를 융합한 섬유산IT ,

업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28) 그 외 홍콩시장에서도

자카드 소재의 패션잡화생산이 증가하고 있다29).

둘째 최근 우리나라의 라이벌로 성장한 중국이,

환율급등에 따른 가격상승 자국위주의 불합리한 거,

래조건 조잡한 품질수준으로 섬유 패션 수출에 적, ,

신호가 세계시장에서 한국 상품 경쟁력 강화의 기회

가 될 수 있으며 동시에 최대의 인구규모와 중국,

내수시장의 확대로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

로 그 입지가 변모함에 따라 세계시장의 바이어들의

관심이 한국 상품에 집중 증가하고 있다 해외 박, .

람회 및 전시회에서 러시아 중동 유럽 등 새로운, ,

글로벌 마켓 바이어들의 관심이 한국 상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품질을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마켓 지향의 마케팅 전략을 구사한다면 한국 상품의

글로벌 마켓 시장성은 매우 희망적이다30).

셋째 여성패션분야는 소비자들의 웰빙을 추구하,

는 경향으로 스포츠 웨어가 웰빙패션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스포츠 웨어 외에 다른 패션에서도 웰빙을

디자인에 반영하고 있는 추세로 자연친화적인 개념

을 잘 표현 할 수 있는 자카드 소재를 활용한 상품

들이 제시되었다 최근 세계적인 컬렉션에서의 자카.

드 활용현황을 살펴보면 밀라노켈렉션은 대부분 레,

트로와 에스닉스타일을 자카드로 표현하고자 하였으

며 메탈클랙식 에스닉 플로랄패턴 스트라이프, , , , ,

골드 블루 기하학 패턴의 자카드가 각 디자이너 브& ,

랜드에서 활용되어 선보였다 는 로맨틱 플로럴. D&G

패턴과 클랙식한 패턴을 응용하였으며 페라가모는,

자카드 팬츠와 수트를 선보였으며 프란세스코 스코,

냐밀리오는 블랙코트에 자카드 문양으로 전체적으로

모던하고 심플한 느낌을 표현하였다 파리컬렉션은.

오리엔탈과 패미니즘 클래식과 퓨쳐니즘의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 발레시아가는 메탈릭한 자카드와 실.

크 자카드의 플로랄 패턴의 의상을 선보였으며 비,

비안 웨스트우드는 전체적으로 모던함과 에스닉스타

일로 큰 식물문양의 자카드를 활용하였다 디올의.

경우도 큰 플로랄 패턴의 자카드의 의상을 선보였

다 뉴욕컬렉션은 미래적요소를 표현한 메탈릭과 입.

체감이 있는 자카드 소재를 의상에 활용하였다.31)

또한 샤넬 던힐 페라가모 로에버 에르메스 브레, , , , , ,

라의 브랜드에서 자카드를 활용한 넥타이 디자인은

플라워 패턴과 함께 컬러의 조화로움과 크고 작은

꽃들의 배열로 디자인 된 고급스러운 상품들을 선보

였다.32) 따라서 최근 세계적인 패션트렌드의 영향과

함께 카자드와 여러 가지 소재가 접목된 다양한 표

현기법의 자카드 소재가 패션상품에 활용되어 패션

시장에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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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드를 활용한 여성복 패션상품의 개발2.

방향 제시

최근 글로벌패션 트렌드를 바탕으로 한 고품질과

독창적인 상품개발로 소비자들의 욕구 충족과 국제

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고감성 고부가가치 상품

을 개발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 한다.

첫째 자카드는 다중직물 제직방법으로 다양한 기,

능성과 패턴의 실현이 가능해진 국내 상품으로 무연

과 연사를 섞어 제직 후 열 가공 등에 의해 독특한

텍스처 바탕조직과 문양조직의 이조직 제직 번아웃,

기법 등 다양한 혼합기법 활용으로 광택과 매트한

감의 미묘한 조합의 고급스러운 차원적 표현과 다3

양한 입체감 및 섬세함을 지닌 얇고 가벼운 소재로

직조한 것으로 평면 패턴과 입체패턴을 손 쉽게 실

현 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우리나라는 섬유기계낙후와 선진국과의 기

술적인 격차로 고급직물의 경우 수입에 의존하고 있

는 실정이다 소비자의 감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고.

감성 자카드의 다양한 패턴디자인을 제직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술의 융합과 최대 바늘수가 만 개IT 2 480

에 달하는 전자 자카드기술의 활용으로 정교한 문양

을 표현해 낼 수 있는 다양한 패턴디자인 소재 개발

로 경쟁우위의 고품위 직물생산으로 인한 고부가가

치 패션상품 생산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본다.

셋째 패턴제작 기법을 활용한 오뜨 꾸뛰르 감각,

의 실용명품 개발 측면에서 입체패턴은 고도로 발달

한 해외패션상품 개발환경에 비해 국내 패션디자인

상품제조방법은 대부분 평면패턴에 의지 하고(99%)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꾸뛰르 감각의 독특한.

디자인이 선호되는 트렌드 흐름을 선도하고 경쟁이

치열한 세계시장에서 고부가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는 입체패턴제작기법의 활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지고 있다 입체패턴개발을 통해서 오뜨 꾸뛰르 감.

각을 지니되 합리적인 가치소비를 하는 현대의 소,

비자 니즈에 맞춘 적정 가격대의 실용명품을 개발한

다.

넷째 글로벌 테이스트와 니즈 분석으로 수출용,

전략상품 개발은 현재와 같은 과다경쟁과 경제위기

속에서 패션기업들은 특종상품과 전략상품을 출시함

으로서 매출확대를 꾀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있

다 세계의 유명 명품 브랜드들도 가격을 낮춘 서브.

브릿지 상품이나 라이센스를 전개하며 변모를 꾀하,

고 있으므로 이에 적합한 글로벌 마켓의 테이스트,

와 니즈 분석으로 수출용 전략상품을 집중 개발한

다.

상품 개발 시 예상되는 파급효과 및 활용3.

방안 제시

경제 산업적 측면1) ㆍ

첫째 고감성 프레스티지 자카드 시장의 확대를,

가져온다 이는 오늘날 소비자들의 요구는 더욱 다.

양화 개성화 되어가고 있으며 패션제품의 수명이, ,

점점 짧아지고 패션의 주기가 단축되어 새로운 텍스

타일 디자인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것은.

최근 패션상품이 패션성과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

기 위한 방법으로 소재의 중요성을 재인식함에 따라

패션상품에 있어서 텍스타일 디자인이 중요한 위치

를 차지하게 되었다 섬유 패션 산업은 단순히 옷을.

만드는 것이 아닌 기술과 문화 이미지를 접목시키는

지식산업으로 유행색 고감성 소재 독창적 디자인으

로 수십 배의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자카드.

는 다양한 기술의 전문화 분업화된 생산시스템을,

요구하는 것으로 풍부한 색상 및 섬세한 문양의 표

현이 가능하여 고부가가치의 제품은 물론 공정단축

과 비용을 낮추어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

다.

둘째 원가비용절감과 수출확대 증대 효과를 가져,

온다 이는 최근 국내 섬유시장의 고환율에 따른 원.

가비용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하에 업체는 좋은 소재

를 생산하기 위해서 좋은 원료가 필요한 반면 현실,

은 시설부족 및 원료 빈곤과 자연사의 공급 원료부

족으로 고급직물을 생산하는데 비용의 부담이 증가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

품력과 경쟁력이 뛰어난 상품개발과 자카드 소재로

실크와 다른 합성섬유와의 조합으로 특수가공법을

활용하여 원가절감과 고급스러운 텍스처감을 높여

패턴제작방법에서 기법의 입체 패턴 작업으로 생3D

산된 패션상품은 고부가가치로 인한 수출 증대를 가

져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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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디자이너 브랜드사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디,

자이너 이름으로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각 디자이너

의 명성에서 오는 로얄티를 기반으로 시장 확장력에

서 쉽게 접근 할 수 있으며 가격 저항도 낮아 진입,

에 용의하다 라이센스 사업의 확대로 활용할 경우. ,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넷째 추가적으로 특종상품 잡화 홈패션 혼방직, , ,

물로 활용 증대 효과를 더 할 수 있다 이는 여성복.

과 함께 자카드를 활용한 의류상품은 물론 특종상

품 잡화 침구 인테리어 소파 등의 홈패션 제품과, , , ,

자카드 소재의 가공방법으로 겉감뿐만 아니라 안감

지 사용으로 가방브랜드 중심으로 수요증가가 확대

되어 차별화 섬유소재 품목으로 활황이 기대 된다.

활용방안2)

자카드 소재의 활용분야는 패션뿐만 아니라 다양

한 영역에서 활용도가 가능한 소재이다 여성복 남. ,

성복 정장 코트류 시장 손수건 넥타이 스카프 등, , , ,

의 패션소품 시장 가방 악세사리 신발 등의 특종, , ,

상품 잡화 시장 침구 인테리어 소파 장신구 등, , , , ,

의 홈패션 제품 시장과 산업용 소재 등에 이르기까

지 널리 활용할 수 있는 소재로서 자카드 소재의 고

부가가치화로 인한 선진국형 소재개발로 세계적인

고유브랜드 육성 의류 아이템과 패션소품의 고급직,

물 등의 부가가치 높은 패션상품 개발은 실용 명품

글로벌브랜드 시장 개척과 유럽 홍콩 미국 일본, , , ,

중동으로의 수출 확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결 론.Ⅴ

국내 여성복산업은 타 브랜드 간 과다경쟁과 수입

제품의 내수시장 잠식으로 국내기업의 생산 기반력

이 약화되어 있고 소비자의 수요시장은 저가상품의

제품과 디자인가치를 주는 고급 명품제품을 선호하

는 등 양극화 현상의 심화와 소비자들의 요구는 더

욱 다양화 개성화로 패션제품의 수명이 점점 짧아,

지고 패션의 주기가 단축되어 새로운 패션상품개발

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패션업.

계에서 주요 트렌드 소재로 활용되고 있으며 수입,

의존도가 높은 고급 꾸뛰르 소재인 자카드를 활용

한 독창적 패션상품 개발연구를 위하여 전문적인,

정보력을 바탕으로 보다 다양하고 개성 있는 고감성

실용명품의 창출과 글로벌 마켓에서의 경쟁력을 확

보하기 위한 패션상품 개발의 기초적 연구의 목적을

가진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패션 선진국의 사례와 선행연구 및 관련문헌자료의

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었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카드 패션상품 개발의 필요성을 알아보기,

위한 국내 현황은 트렌드 흐름과 꾸뛰르 감각의 고

급스러운 자카드 소재의 여성패션에서 고 퀄리티와

고감각의 디자인 감각을 요구하는 프레스티지군 소

비자에게 크게 어필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자카. ,

드 소재 산업은 어패럴 패션상품 인테리어 분야, ,

외에도 점차 그 분야가 확대되고 있다 국외 현황은.

세계여성패션 시장의 고품질과 독창적인 디자인 합,

리적인 가격대의 실용명품 라인이 속속 등장하고 있

으며 기존의 세계명품 브랜드들 또한 가격대를 낮,

춘 서브 브릿지 브랜드의 런칭이나 라이센스 사업을

통해 전략을 새롭게 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시.

장현황 속에서 고품질을 유지하되 원가절감으로 판

매가인하를 가능하게 하는 고감성 소재개발과 독창

적인 상품개발은 세계시장에서의 필수적인 생존전략

이 되고 있다.

둘째 자카드 소재를 활용한 여성복 패션상품 개,

발방향은 자카드 생산방법에 무연과 연사를 섞어 제

직 후 열 가공 등에 의해 독특한 텍스처를 실현한

여러 가지 혼합기법의 활용과 기술의 융합 및 전IT

자 자카드기술의 활용으로 정교한 텍스타일 문양의

다양한 입체감의 차원적 표현과 섬세한 소재를 활3

용한 평면 패턴과 입체패턴을 손 쉽게 실현 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상품 개발 시 예상되는 파급효과 및 활용방,

안에서 자카드는 다양한 기술의 전문화 분업화된,

생산시스템을 요구하는 것으로 풍부한 색상 및 섬세

한 문양 표현이 가능하여 고부가가치의 상품은 물

론 공정단축과 비용을 낮추어 경쟁력 있는 상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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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할 수 있으며 고감성 프레스티지 자카드 시장,

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 실크와 다른 합성섬유와.

의 조합으로 특수가공법을 활용하여 원가절감과 고

급스러운 텍스처감을 높여 패턴제작방법에서 기3D

법의 입체 패턴 작업으로 생산된 패션상품은 원가비

용절감과 고부가가치로 인한 수출 증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추가적으로 특종상품 잡화 홈. , , ,

패션 혼방직물로 활용 증대 효과를 더 할 수 있다, .

자카드 소재의 다양한 활용분야는 여성복 남성복,

정장 코트류 시장 손수건 넥타이 스카프 등의 패, , , ,

션소품 시장 가방 악세서리 신발 등의 특종상품, , , ,

잡화 시장 침구 인테리어 소파 장신구 등의 홈패, , , ,

션 제품 시장에서의 활용으로 글로벌브랜드 시장 개

척과 유럽 홍콩 미국 일본 중동에 수출 확대 가, , , ,

능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고감성 자카드 소재를.

활용한 다양한 입체감과 섬세함을 지닌 고급 꾸뛰르

느낌으로 최신트렌드와 부합하는 패션상품 개발로

고품질의 독창적인 디자인 실현을 가능하게 함으로

써 국내 여성복산업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글로벌마

켓을 지향한 수출 신장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 프

레스티지 여성복 시장을 겨냥한 상품 개발은 국내

패션산업을 기술과 문화를 접목시키는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비전을 제시

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를 통한 제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자카드 사업장의 생산 직기는 영세한,

실정이며 이러한 상황은 선진국 소재의 퀄리티를,

극복 할 수 있는 환경측면에서 미약 할 수밖에 없

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업체의 직기 연구.

개발투자로 극복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고품질 자카드 직물 생산을 위한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이 중요하다고 사료되며 이를 위한 전문,

교육기관의 건립과 국가적인 지원 또한 절실히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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