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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modern society as people adapt to social and cultural changes, people prefer high-scarcity designed products 
rather than standardized ones. Consequently, this adaptation lays a foundation in art and cultural domains to express 
uniqueness and individua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fashion designs by fusing fashion painting 
and handicraft techniques through creative and various artistic expressions. The researchers studied the sociocultural 
background of modern handicraft fashion using document-based research method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handicraft, we produced six garments that applied fashion painting techniques. In this study, the origin of 
fashion painting was found in ornaments such as tattoo or body-painting. We determined that modern designers 
were using various fashion painting techniques and motives as unique and advanced ornamentary skills. Harmonizing 
various handicraft techniques(dyeing, embroidery, quilt, patchwork, beads, fashion painting, etc.) centered on fashion 
painting enabled creation of unique fashion design through varieties of artistic expressions.

Key words: standardized ones(획일화된 상품), uniqueness(독특함), individuality(개성), fashion painting(패션페
인팅), handicraft techniques(수공예적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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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의복은 자연 환경과 사회 환경에 직접적인 연관

성을 갖는, 그 시대의 생활양식의 표현으로써 착용
자의 내면적 욕구나 가치관에 따라 끊임없는 변화
를 거듭하는 문화적 집합체라 할 수 있다. 18세기
에 시작된 산업혁명은 섬유생산에 있어서도 대량
생산이나 기계화를 가져와 오늘날과 같은 발전을 가
지고 왔다. 산업혁명이 인간 생활 전반에 가져온 변

혁은 대량생산이었지만, 오늘날 섬유․패션 산업은 
품질의 향상을 필요로 하고 있다.  

후기산업사회의 기계화된 문명과 고도 자본주의
의 물질만능주의에 의해, 현대인들은 경제적 풍요
로움과 인간성 상실이라는 양면성을 경험하면서 만
연해 있는 사회 불신과 개인주의로 인한 심한 고립
감 속에서 살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대인들
은 정신적 가치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고1), 
순수한 감수성이 표현되는 다양한 복식양식을 구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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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정희, “현대 패션에 나타난 퓨전(Fusion) 현상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

위논문, 2005), p. 3.
2) 김윤희, “최근 국내외 패션에 나타난 느리게 살기 운동의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52권 (2002), p. 173.
3) 김은경, 김옥경, 한자영, 현대생활속의 패션, (서울: 학문사, 2000), p. 105.
4) 윤정혜, “복식에 나타난 타투 룩(Tatoo Look) 패션의 표현 특성,” 복식 51권 3호 (2001).
5) Blanche Payne, 복식의 역사: 고대 이집트에서 20세기까지, 이종남, 안혜준, 김선영, 정명숙 역 (서울: 도서출판 

까치, 1988), p. 9.

특히 최근에는 획일화된 소비에서 개성을 추구
하는 소비 성향으로의 변화에 따른 독특하고 다양
한 디자인 개발의 시도 가운데 핸디크래프트(handi-
craft)적인 디자인이 중요한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
으며, 타인과 동일한 모습을 거부하는 D.I.Y(Do It 
Yourself)족의 출연으로 획일화된 이미지를 탈피하
고 스스로의 개성 표현을 강조하여 의복을 리폼(re-
form)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패
션페인팅을 이용한 의상디자인은 실용적, 경제적 
가치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통한 장
식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에 부
응하는 독창적인 디자인 개발을 가능하게 해준다. 

따라서 현대인들의 기호와 감성적 요구에 부응
하고, 특히 개인의 개성과 취향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수공예적 핸드메이드(hand-made) 
제품의 다양한 장식기법의 개발이 새롭게 요구되고 
있다. 현대 패션에 페인팅 기법을 적용한 대표적인 
패션디자이너로는 돌체 앤 가바나(Dolce & Gabbana), 
크리스티앙 디오르(Christian Dior), 프라다(Prada), 셀
린(Celine) 등을 들 수 있지만, 공예적인 장식과 패
션페인팅 디자인을 다양하게 전개할 수 있는 기법
과 소재의 다양함은 아직도 미비한 실정에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패션페인팅(fashion painting) 
기법을 이용한 패션디자인에 관한 연구로서 창의
적인 디자인 발상 및 전개를 시도하여 보다 독창적
이고 차별화된 디자인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보다 
다양한 패션디자인의 개발 및 활성화․산업화 시
켜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패션페인팅에 관한 역
사적 배경을 문헌연구 방법으로 고찰하고, 국내외
의 패션 관련 서적과 핸디크래프트 기법이 강하게 
부각되기 시작한 1990년 이후 컬렉션(Collections), 
패션뉴스(Fashion News), 보그(Vogue) 등의 잡지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사진자료를 수집하여 패션
페인팅의 특성을 조사․분석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1990년대 이후 현대 패션디자인을 대상으로 분석
하고자 한다. 고도의 과학기술과 정보혁명에 의존
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옷을 만드는데 소요된 노동
과 시간에 큰 가치를 부여하게 되었고, 따라서 희
소가치가 높은 제품의 선호 현상으로 수공예로의 
회귀가 나타나고 있다2). 이에 수공예적 기법이 강
하게 부각되기 시작한 1990년 이후 현재까지를 범
위로 설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수공예적 패션페인
팅 기법을 통한 디자인의 발상 및 전개, 실제 디자
인 개발을 시도하기 위해 수공예적인 다양한 기법
(염색, 자수, 퀼트 비즈 패치워크)들을 조화롭게 접
목하여 4계절을 테마로 총 6작품을 제작하였다. 

Ⅱ. 패션페인팅에 관한 고찰
1. 패션페인팅의 역사
인간에게는 자신을 드러내고 아름답게 장식하고

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존재한다. 지구상의 모든 
인류는 어떠한 형태로든 신체를 아름답게 그리고 
매력적으로 장식했으며, 사람들은 단순히 몸을 치
장하는 데서부터 의복을 착용하는 데까지 발전해 
왔다고 볼 수 있다3).

신체는 우리의 영혼과 실체를 연결하는 유기체
이자 자아와 사회를 투영시키는 매개체로서, 인간
은 ‘원시’라고 부르는 시기보다 훨씬 이전부터 결
혼, 존엄, 보호, 기원 등을 위해 끊임없이 신체를 장
식해 왔으며, 아름다움을 위한 신체 장식은 지금까
지도 계속되고 있다4).

최초로 직물을 만들기 시작한 이후 인간들은 수
천 년 동안 직물에 그림을 그려왔다. 아마도 피부
장식이 복식보다 먼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아
름답게 보이기 위한 욕망이나 적에게 겁을 주기 위
해서 또는 악마나 위험을 쫓는 부적 효과를 내려는 
데서 비롯된 것 같다. 오늘날은 화장술의 이용으로 
피부 장식이 더욱 활발한 시기가 되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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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문호, 복식미학, (서울: 세운문화사, 1977).
7) Marilyn J. Horn and Lois M. Gurel,의복: 제 2의 피부, 이화연, 민동원, 손미영 역 (서울: 도서출판 까치, 1988), 

p. 19.
8) Ibid., p. 37.

인간들의 신체 채색은 옷감의 출현과 함께 그 효
과를 의상에 표현하면서 오늘날 직물페인팅으로 발
전되어 왔다. 여러 민족들이 장식품, 모피, 가죽, 직
물뿐 아니라 채색(painting), 문신(tattoo), 파괴(mutila-
tion)를 사용하는 경우와 일치하는 것으로 넓은 의
미에서 생명 있는 인체에 직접 시행된 모든 조형으
로서 파악하려는 복식의 기본적인 이념6)에서 볼 때 
인체를 감싸거나 장식하기 위해 사용했던 이러한 
방법들이 집합적으로 복식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하겠다7). 

신체 장식의 양상으로 바디페인팅(body painting)
은 사람의 얼굴이나 몸에 그림이나 부호를 그리고 
색을 칠하는 것을 말한다. 마사이족은 부족의 연장
자가 되는 성인식에서 적에게 용맹을 과시하는 상
징의 무늬로 몸에 채색을 한다(그림 1). 

신체 장식의 장식 형태는 채색, 문신, 상흔(scari-
fications), 변형과 같이 다양하며, 여기에서 실제 의
복착용이 유래된 것 같다. 실제로 이런 형태의 많
은 장식들이 원시사회에서 여전히 발견되며, 현대 
사회에서는 변형된 형태로 발견된다8).

모로코 여인처럼 손바닥에 문신을 하여 같은 부
족이라는 사인 혹은 신체를 장식하기 위하여 사용
되었던 다양한 신체 채색 기법(그림 2)들이 있다. 1990
년 이후의 타투 룩 패션은 전통 타투 방법으로 사
용되는 타투 패턴이 텍스타일의 모티브로 응용되

 <그림 1> 마사이족의 바디페인팅.
현대 생활과 패션, p. 12.

   <그림 2> 모로코 여인의 문신. 
현대 생활과 패션, p. 17.

<그림 3> 문신 디자인. Japan, 1970 
S/S, Issey Miyake, p. 24.

어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용, 나비, 잉어, 
글자, 전설 속의 창조물 등과 같은 동양의 상징적 
모티브들은 타투 룩 패션에서 동양 정취를 전달하
는 이국적 요소로 활용된다(그림 3). 

패션 디자인에서 보여지는 타투 룩은 대부분이 
라이크라(lycra) 소재를 통해 표현되는데, 이것은 인
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라이크라 소재가 문양을 신
체에 직접 새겼던 전통 타투의 시각적 특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때문이다.〈그림 4〉는 이세이 
미야케의 작품으로 직물에 사용된 모티프가 인체
에 밀착됨에 따라 실제의 타투를 연상케 하는 시각
적 효과가 높아지고, 원시적인 에로틱 무드도 함께 
전달된다. 2004년, 크리스티앙 디오르는 타투 패턴
을 텍스타일의 모티프로 응용한 작품을 발표하여 
에로틱한 정서를 함께 전달하고 있다(그림 5, 6).  

아시아 대륙은 직물을 장식하는데 있어 오랜 역
사를 지니고 있다. BC 3000년경을 거슬러 올라가
면 블록(block)을 이용해 인쇄(printing)하는 것이 발
견되었다.〈그림 7〉은 14C 이태리에서 발견된 블
록 프린트이며, 1830년에 와서는 패턴 북이 발간되
었다(그림 8). BC 327년경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를 
침입했을 때, 다채로운 문양이 인쇄되고 그려진 직
물들이 발견되었다. 중국에서는 아름다운 목판직
물인쇄술이 발전되었고, 중국인들은 일본에 다양
한 페인팅 기술을 전해 주었다. 일본인은 이를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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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패션페인팅, (2005년 10월 [2005년 10월 10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http://www.dhrama 

trad ing.com 
10) 윤소영, 친절한 패션핸드페인팅, (서울: 도서출판, 2009). 

       <그림 4> 타투 룩. 
Issey Miyake, p. 87.

   <그림 5> 타투 룩. daum.net, 
검색일: '05.10.10.

   <그림 6> 타투 룩. Christian 
Dior, Fashion News '04 S/S.

 <그림 7> Block-printed Silk. Italy 14C, 
Textiles 5000 Years, p. 224.

<그림 8> Block-printed Furnishing Cottons.
1830, Textiles 5000 Years, p. 228.

 <그림 9> Yuzen-Dyed. Silk 
crepe Kimono, Textiles 
5000 Years, p. 149.

으로 아름다운 형태의 예술을 발전시키게 되었다
(그림 9). 페루에서도 방염제를 이용한 BC 200년경
의 블록프린트 견본이 발견되고 있다9). 이러한 기
술은 세계에서 다양한 모양으로 개발되고 있었고, 
이는 우리들이 현대에 와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페인팅 기법들의 기원으로 살펴볼 수 있다.

2. 패션페인팅의 표현 기법
패션페인팅은 티셔츠나 바지, 신발, 우산 등의 패

션 요소에 핸드페인팅 전용 물감을 이용해 직접 그
림을 그려 세상에서 하나뿐인 나만의 스타일을 완
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패션페인팅을 이용한 디자
인 모티브 표현 방법은 다양하다. 가장 대표적인 
표현 기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0).

1) 공판화 기법
공판화 기법은 니트나 면 소재에 많이 사용되며, 

스텐실(stencil) 기법으로 페인팅을 해주는 것을 말
하며, 단수 공판화 기법과 복수 공판화 기법이 있다. 

기존 스텐실에서 다루지 못했던 다양한 소재의 
의상이나 직물 등에 사용이 가능하며, 붓으로 밖에
서 안쪽으로 칠해가는 방법이 많이 쓰이며, 한 개
의 그림본으로 여러 번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장
점이 있어 색상과 소재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느낌
을 표현할 수 있다. 

  
2) 붓터치 기법
붓터치 기법은 붓으로 먼저 도안의 윤곽을 그린 

후 채색해 준다. 도안은 먹지를 이용하거나 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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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진선희, “식물문양을 응용한 텍스타일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 35.

초크, 전사용 펜 등을 이용하여 스케치를 해준다. 
이 방법은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입체
감을 주며 꽃이나 식물들의 형태에 따라 질감을 표
현해 주는 기법이다11). 다양한 패턴의 종류 중 특히 
회화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대범한 면 분할과 붓터
치를 통하여 서양화의 유화 작품과 같은 분위기를 
표현할 수 있는 기법이다. 

3) 멜트 기법
수채화의 번지기 효과를 응용한 멜트 기법은 자

연스러운 음영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다. 주
로 얇은 손수건이나 스카프․블라우스 등 비치는 
소재에 많이 사용하며, 맑고 투명한 느낌을 주로 
표현하며, 사실적인 문양, 즉 자연물의 효과를 최대
한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4) 데코파주 기법
데코파주(decoupage) 기법은 종이를 오려 붙여 작

은 가구나 소품을 장식할 때 주로 사용한다. 이 기
법은 17세기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가구 장인들이 
개발하였다. 당시 유럽에는 동양에서 전해진 손으
로 만든 칠기가구가 유행하였는데, 이것을 살 여유
가 없는 예술가들이 가구에 종이를 오려 붙여 원하
는 모양을 만든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후 데코파주 
기법은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되었고, 1960년대에 모
던 데쿠파주로 다시 등장하여 미국과 캐나다, 호주, 
남아공 등지에서 취미 공예로 다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3. 패션페인팅을 응용한 복식디자인
현대 패션의 경향은 무수한 기호들로 조합되고 

다양한 개성을 지닌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자유로
운 패션의 장으로 전개되어 나가고 있다. 문화의 
다변화에 따라  최근 들어 패션페인팅이 젊은이들 
사이에 많은 인기를 누리며, 자신만의 멋을 창출하
는 수단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패션페인팅은 일반 회화 작품과 달리 실제 의상
에 적용되어 그려지기 때문에 더욱 실용적인 예술
이다. 따라서 현대 디자이너들도 패션페인팅 기법

을 이용해 다양한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다. 현대 
나타나고 있는 패션페인팅 기법을 도입한 작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근의 페인팅은 최근에는 밑그림을 공판화 기
법으로 한 후, 그 위에 붓터치 기법과 비즈 장식 등
의 기법을 활용하여 입체 효과와 함께 다양한 이미
지의 디자인이 발표되고 있다(그림 10). 이러한 공
판화 기법의 페인팅은 가구의 데커레이션으로도 사
용되고 있는데,〈그림 11〉은 의자 위에 공판화 기
법을 이용해 페인팅해 주었다.〈그림 12〉는 팝아트 
적 모티브가 도입된 얼굴 모티브로 단수 공판화 기
법에 의한 표현으로 유머러스한 이미지를 연출하
며, 검은색 바지에 실버 메탈릭 물감으로 색상의 
대비를 이루게 해 주었다.〈그림 13〉은 식물 모티
브를 단수 공판화 기법에 의해 구성하고, 이것을 
반복적으로 배열시킨 패턴디자인으로 전원적이면
서, 에스닉한 분위기 속에서 히피적 감성을 부여하
고 있다. 유명 화가 피카소(Picasso)의 회화를 도입
한〈그림 14〉는 부드러운 공단 소재 위에 복수 공
판화 기법으로 페인팅하여 기하학적 모티브를 고
급스럽게 표현해 주고 있다. 크리스티앙 디오르는 
대담한 실루엣의 꾸띄르 드레스에 여러 가지 색상
을 이용한 나무와 새의 모티브를 복수 공판화 기법
으로 페인팅하여 화려하고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
하고 있다(그림 15, 16). 최근에는 밑그림을 공판화 
기법으로 한 후, 그 위에 붓터치 기법과 비즈 장식 
등의 기법을 활용하여 입체 효과와 함께 다양한 이

<그림 10> 공판화 기법, 
비딩 firstview Korea, 
Color direction '05 S/S

<그림 11> 단수 공판화 기법
stencilgallery.com.au, 
검색일: '0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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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의 디자인이 발표되고 있다(그림 17). 
〈그림 18〉은 반 고흐(Van Gogh)의 그림을 가디

건에 이용한 붓터치 기법으로 한 폭의 그림을 옮겨 
놓은 것과 같은 회화적 특징이 부각되고 있다. 이
와 같은 붓터치 기법은 하나의 모티브를 다른 용도
로 전환하여 표현하는데 용이한 기법으로 다른 영
역에서 표현되어진 이미지를 패션디자인 아이디어
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그림 19～21).

슬림한 실루엣의 드레스(그림 22)는 돌체 앤 가
바나의 작품으로 숄과 함께 여러 가지 색상의 꽃무
늬를 이용하여 로맨틱한 이미지를 강조하고 여성
스러운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 붓터치 기법은 데
님(그림 23), 실크(그림 24), 벨벳(그림 25) 등 다양
한 소재에도 적용되어 새로운 느낌을 표현해줄 수 
있다.

패션페인팅은 유화 이미지 외에도 수채화의 느
낌을 준다. 멜트 기법은 주로 얇은 손수건이나 스
카프․블라우스 등 비치는 소재에 많이 사용하고, 
맑고 투명한 느낌을 주로 표현하며 부드럽고 생동
감 있는 이미지 표현에 용이하다.

쉬폰 소재 위의 페인팅 작업(그림 26, 27)은 순
수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주며, 디자이너들이 동
양적인 수묵화의 느낌을 표현해 줄 때 주로 많이 
쓰인다(그림 29, 30). 프라다의 실크 새틴 드레스
는 간소한 디자인 위에 사실적인 문양, 즉 자연
물의 효과를 최대한 살려주어 부드러운 여성의 
이미지를 강조하였다(그림 31). 얇은 소재 위에 
꽃문양을 그려주고 외곽에 테두리를 해 주어 마
치 스테인드 글라스와 같은 효과를 주기도 한다
(그림 28).

데코파주 기법은 종이나 냅킨 등을 양초나 비누 
등에 오려 붙인 후 그 경계를 슬릭이나 펄 물감 등
으로 자연스럽게 페인팅해 주어 마치 그린 것과 같
은 효과로 작품의 완성도를 높인다(그림 32). 

그 외에도 패션페인팅은 의류뿐 아니라 커텐, 쿠
션(그림 33), 우산(그림 34), 신발(그림 35), 도자기 
등의 악세사리에서 의자와 같은 생활 소품(그림 11, 
36)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셀린은 
중국계 화가 팡팡리가 연꽃을 스웨이드 위에 일일
이 그려 넣은 백을 한정 수량 생산하여 희소성을 
지닌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다(그림 37).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패션페인팅 기법을 
이용한 패션디자인은 많은 디자이너들에 의해 발
표되고 있다. 패션페인팅은 디자이너들의 패션쇼 
뿐만 아니라 연예인이나 각종 미디어를 통해 대중 
속으로 급속히 스며들고 있으며, 다양한 색채와 모
티브의 사용으로 독창적이며 고급스러운 장식기법
으로 사용되고 있다. 패션페인팅을 응용한 복식디
자인을 정리하면〈표 1〉과 같다.

Ⅲ. 작품 제작
현대 사회는 사회적․문화적 의식 변화에 따라 

자기만의 독창적인 개성을 돋보일 수 있게 하는 수
공예적이고 희소가치가 높은 디자인을 선호한다. 
그러므로 현대 사회는 획일화된 디자인에 의해 대
량생산된 제품보다는 예술성을 지닌 다양한 핸디 
크래프트 기법을 응용하여, 고품격․고부가 가치 상
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패션페인팅은 누
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고, 개인의 개성과 창의
성을 최대한으로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션페인팅 기법을 중심으
로 핸디크래프트 기법을 활용한 혼합양식으로 패션
디자인 작품을 제작하였다. 염색(dyeing), 자수(em-
broidery), 퀼트(quilt), 패치워크(patchwork), 비즈(beads) 
등의 장식기법을 패션페인팅 기법에 접목하여 다
양한 표현을 꾀하며, 새롭고 창조적인 디자인을 시
도하였다.  

현대 패션에서 많이 보여 지는 자연문양을 중심
으로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 단순화시켜 디자인하
였으며, 작품 제작을 하는데 있어 손으로 직접 그
리는 공판화 기법과 붓터치 기법을 중심으로 제작
하였다. 의류 전용 물감인 유성 물감을 사용하여 
세탁이나 드라이클리닝에도 탈색이나 변색이 되지 
않게 해주었다.

소재로는 작품의 모티브를 표현하기 적합하고 고
급스러운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실크와 모시, 
니트, 울, 머슬린 등에 자연문양을 주제로 우아하고 
여성스럽게 문양을 재구성하여 봄, 여름, 가을, 겨
울의 계절별 이미지를 디자인에 도입하였다. 소재
의 표현 기법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실루엣은 심플
하고 간결하게 디자인하였으며, 실물 작품은 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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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1990년대 이후 패션 디자인에 응용된 패션페인팅
기법 현대 패션디자인

공판화
기법

<그림 12> 
Spooky 
(Fashion News 
'98 S/S)

<그림 13>
(stencilgallery.
com.au
검색일: '05.7.10)

<그림 14>
Picasso 
(daum.net
검색일: '04.9.3)

<그림 15>
Haute Couture 
Christian Dior
'04 F/W

<그림 16>
그림15의 디테일

<그림 17>
Dolce&Gabbana 
(Fashion insight
world fashion 
designer story)

붓터치
기법

<그림 18>
Van Gogh
(daum.net 
검색일: 
'04.9.3)
  

<그림 19>
Maurizio 
Pecoraro
(Gap '04 
S/S)

<그림 20>
Maruzio 
Galante
(Gap '98 
S/S)

<그림 21>
Vivienne 
Tam   
(Fashion 
News '99 
A/W)

<그림 22>
Dolce & 
Gabbana
(Gap '98․
'99 A/W)

<그림 23>
Wing-it 
Designs
(dhramatradi
ng.com 
'05.9.10  

<그림 24>
Josephus 
Thimister
(Vogue  
'09 S/S)

<그림 25>
Yves Saint 
Laurent 
(Mode et. 
Mode 
'02 S/S)

멜트
기법

<그림 26>
Imitation of 
Christ(style.com,
검색일: '05.9.10

<그림 27>
Dries Van Noten
(Collezioni '01
S/S)

<그림 28>
Debra Dolsberry 
(dhramatrading.
com, 검색일: 
'00.5.7)

<그림 29>
Christian Lacroix
(Fashion News
'98)

<그림 30>
Yohji Yamamoto
(Fashion News
'02 '03 A/W

<그림 31>
Prada(firstview 
korea.com, 
검색일:'05.9.10)

데코파주 
기법 및
응용 
작품

<그림 32>
(heritagecraft.
co.kr 검색일:
'05.10.5)

<그림 33>
Step-by-Step 
(Fabric Painting
p. 106)

<그림 34>
(핑크토마토의
핸드페인팅강좌
p. 152)

<그림 35>
Camper
(Vogue Korea
'05.4 )

<그림36>
(stencilgallery.
com.au
검색일: '09.7.10)

<그림 37>
Celine(Vogue 
Korea '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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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작품계획표
작품 구성 소재 기법 모티브 색상 실루엣

작품 Ⅰ 재킷
스커트 모시

패션
페인팅
염색

작품 Ⅱ 원피스
드레스 머슬린 패션

페인팅

작품 Ⅲ 원피스
드레스 실크

패션
페인팅
패치워크

작품 Ⅳ 코트 실크
패션
페인팅
퀼트

작품 Ⅴ 니트상의
스커트

니트
면 저지

패션
페인팅
자수
퀼트
비즈

작품 Ⅵ 재킷
스커트 울

패션
페인팅
비즈

작품으로 원피스, 투피스, 코트, 니트와 스커트 등 
다양한 아이템으로 구성하였다.

패션페인팅을 주된 기법으로 하여 핸디크래프트
의 다양한 기법들을 조화롭게 적용하여 예술성을

더 높일 수 있는 창조적인 표현 활동의 새로운 가
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작품 계획의 내용을 종
합하여 정리하면〈표 2〉와 같다. 또한 디자인 전개 
및 설명은〈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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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디자인 전개 및 설명
작품 작품 설명 및 디자인 작품 작품 설명 및 디자인

작품 Ⅰ 작품 Ⅱ

전통적인 소재인 모시를 이용해 현대적 디자인
의 재킷과 스커트를 제작하였다. 매화와 새, 나
뭇잎 모티브를 재구성하여 붓터치 기법으로 패
션페인팅해 주었다.

매화 모티브를 단순화시켜 복수 공판화 기법
으로 표현하였고 매화꽃이 부각될 수 있도록 
아이보리 색상에 자주색상을 그라데이션으로 
표현하였다.

작품 Ⅲ 작품 Ⅳ

화이트 색상의 실크 소재 위에 패션페인팅을 해 
준 작품이다. 패션페인팅과 패치워크의 혼합기
법으로 실크 소재가 주는 은은한 광택의 효과는 
페인팅 문양을 더욱 돋보이게 해준다.

패션페인팅과 퀼팅의 혼합방식으로, 클래식한 
코트 위에 복수 공판기법을 이용해 페인팅을 해 
주었으며, 나무 위에 메탈릭 골드(Metalic Gold) 
안료로 붓터치를 해 주어 텍스쳐를 나타내었
고, 문양의 외곽부분에 금사로 퀼팅을 해주어 
고급스러움을 표현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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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계속
작품 작품 설명 및 디자인 작품 작품 설명 및 디자인

작품 Ⅴ 작품 Ⅵ

국화 모티브를 아이보리 실크 직물 위에 복수 공
판화 기법을 이용해 색상 차이를 적게 하여 페인
팅해 주었다. 페인팅한 국화 모티브를 오려내어 
니트 위에 놓고 가장자리를 자수기법을 이용해 
아플리케 퀼트하여 입체감을 표현해 주었다.

울 소재의 포멀한 정장 위에 단수 공판화 기법
과 붓터치 기법을 응용하여 엘레강스(elegant)
한 이미지를 나타낸 작품이다. 꽃과 나뭇가지
의 이미지를 재구성하여 다양한 굵기의 곡선
느낌을 재킷과 스커트 위에 연결감 있게 도입
시켜 주었다. 

Ⅳ. 결론 및 제언
현대 사회는 인간의 사회적․문화적 의식 변화

에 따라 획일화된 상품보다는 자기만의 독창적인 
개성을 돋보일 수 있는 희소가치가 높은 디자인을 
선호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현대인들의 기호와 감
성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패션페인팅에 의한 다
양한 장식기법의 개발이 새롭게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패션페인팅 기법을 활용한 디자
인 연구로서 패션페인팅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고
찰하고, 현대 패션페인팅을 응용한 패션 작품에서 
표현 기법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패션페인
팅에 핸디크래프트적인 장식기법을 혼합시켜 총 6
작품을 제작하였다.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페인팅의 역사는 문신, 바디페인팅과 

같은 복식의 장식성에서 그 기원을 살필 수 있었다. 
이러한 기술은 세계에서 다양한 모양으로 개발되고 

있었고, 이는 우리들이 현대에 와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페인팅 기법들의 기원으로 살펴볼 수 있었
다.

둘째, 표현 기법으로는 공판화 기법, 붓터치 기법, 
멜트 기법, 데코파주 기법 등으로 나뉠 수 있었다. 

셋재, 패션페인팅을 응용한 복식디자인을 살펴
본 결과, 현대의 디자이너들은 다양한 색채와 모티
브의 사용으로 독창적이며 고급스러운 장식기법으
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위에서 살펴본 기법들을 토대로 패션페인
팅을 주된 기법으로 하여 보다 폭넓은 재질의 사용
과 디자인의 다양화를 위해 수공예적 기법들(염색, 
자수, 퀼트, 패치워크, 비즈)을 조화롭게 혼합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 

그 결과, 패션페인팅은 완성된 의상 위에 디자이
너의 의지대로 모티브의 위치와 크기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구성선을 넘나드는 문양의 표현
으로 자연스러운 연결감을 줄 수 있었다. 또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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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의 색상이나 톤의 표현도 의상의 전체적인 이
미지를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패션디자인의 창작적 표현영
역을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패션 자체를 조형예술
로 승화시킬 수 있어 디자이너들에게 보다 새롭고 
다양한 디자인을 창출할 수 있는 영감을 제공해 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또한 새로운 의상 디자인에
만 적용할 수 있다는 제한점에서 벗어나 리폼, 재
활용 등을 통해 낡은 옷, 싫증 난 옷을 색다른 변신
과 개성 있는 연출로 재창조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의상디자인에 패션페인팅의 주된 기
법에 핸디크레프트적인 기법을 접목시켜 미적 표
현영역을 확장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으며, 더욱 다
양한 핸드메이드 기법의 활용, 적절한 소재나 문양
의 개발 등에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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