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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out more usages in today's fashion industry where vari-
ous designs and changes of production required. And this research will also suggest new products 
and new directions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product planning and production in knit industry 
using SDS-ONE program. Ethiopia in East Africa, knit already has been used as a school 
uniform. There is a big difference in temperature spread due to. Knit is a proper item to ini-
tiate the textile industries of underdeveloped countries. So this research can develop knit industry 
and lead the trend of introducing fashion in school uniforms. In this research, we use Paint of 
SDS-ONE to transform the patterned item into color jacquard, and show it on the designed 
clothes using simulation. It is shown that body painting pattern is suitable conditions for knit jac-
quard and simplified pattern can be applied as an excellent knit. And it is discovered the simu-
lation feature of SDS-ONE program has a high efficiency and can be used effectively in African 
textile industry the future mass production base; SDS-ONE simulation can show various patterns 
and colors with constrained kinds of threads. Since the body painting designs can be applied in 
various fields, and from women's wear to men's wear, without limitation, we can take advantage 
of the broad.

Key words: African body painting(아프리카인의 바디페인팅), color jacquard(컬러 자카드), 
Ethiopia school uniform(에티오피아 학생교복), knitwear(니트웨어), 
SDS-ONE program(에스디에스원 프로그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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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바디페인팅(Body Painting)은 최근 미술계나 패션

계에서 재미있는 아이템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또

한, 바디 페인팅의 유래나 사용되는 패턴이 현재 패

션 트렌드인 초자연주의(2011 FW Trend - Magic

Oracle)와 맥을 같이하고 있어 패션디자인으로 전개

하는데 흥미로운 아이템이라 할 수 있다.

바디페인팅은 그 패턴 속에 담고 있는 의미 또한

다양하다. 시대에 따라 주술적, 사회적, 상징적 목적

으로 사용되었으며 악을 물리치고 행운을 가져다 주

며 보호해주는 정신적 신체 보호로서의 역할을 하였

다.1) 여러 부족으로 나뉘어 있는 아프리카의 에티오

피아에서는 남부의 소수 민족에게서 몸과 얼굴에 장

식하는 바디페인팅을 볼 수 있다. 이들이 사용하는

패턴을 응용해 학생교복으로 활용 한다면 개인적으

로는 병이나 악한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의미

가 되며, 사회적으로는 각각의 개성을 살려 부족 간

의 정체성을 새롭게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

된다.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의복은 자기 개념과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주며, 그들의 감정과 정서 및 개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도구적 역할을 한다.2) 즉, 자신의

심리 상태를 의복의 색상이나 형태를 통해 표현하기

도 한다. 그 중에서도 교복은 생활 활동시간의 대부

분을 차지하는 학교생활에서 착용하므로 청소년들의

의생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니트는 유연성과 신축성 등이 우수하여 편안한 착

용감을 줌으로써 캐주얼웨어, 레저. 스포츠웨어 등으

로 활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개성을 추구하는 소비자

의 심미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어 의복의 소재로 활

용도가 매우 높다. 특히 캐주얼웨어를 즐겨 입는 청

소년기의 학생 교복에도 영향을 미쳐 교복으로 니트

웨어의 착용이 늘고 있다. 학생들은 학창시절을 보내

는 동안 몇 번의 전환을 경험하게 된다. 가정에서 유

치원으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초등학교에서 중

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또 대학이나 직장으로

옮아가는 과정은 사람의 일생에 중요한 전환기가 된

다.3) 이러한 전환기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 신체의

변화이다. 니트웨어가 교복으로 활발하게 활용된다면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의 취향을 보다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며 니트는 신체의 변화에 영향을 적게 받

는 소재로써 신체변화에 따라 교복을 바꿔주어야 하

는 부담을 크게 느끼는 저개발국의 학생교복으로 적

합하다고 할 수 있다.

동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에서는 이미 학생교복으

로 니트를 사용해왔다. 특히 수도의 경우 해발

2500m의 고산지대이므로4) 하루의 일교차가 심하며,

계절의 변화가 없지만 일년 중 우기(장마철)가 3개

월간 계속되는데 이 시기의 일교차는 더욱 심해진다.

이러한 기후에 통기성과 보온성이 높은 니트는 학생

교복으로 매우 실용적이라 할 수 있다. 국가적으로는

실의 종류나 조직을 만들어 내는 기술이 부족한 곳

이나, 정부의 섬유육성책에 힘입어 인건비가 싼 나라

의 특성상 대량생산 시스템이 요구된다. 니트는 저개

발국의 섬유산업을 일으키기에 적합한 섬유 및 디자

인 소재로 본 연구는 학생 교복을 고부가가치의 패

션 아이템의 니트산업 육성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의 시마이세이키(Shimaseiki)社에서 개발한 SDS

(Shimaseiki Design System)-ONE 니트디자인 프로

그램은 제품 기획에서 생산 까지 전 과정 활용되는

프로그램으로, 니트의 생산과정에 도입하여 SDS-

ONE의 유용한 기능을 기술 개발과 생산 공정으로

연계하면 에티오피아 니트산업의 확장과 패션산업의

활성화에 기초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여고생 니트웨어 교복의

착용실태를 분석한 니트교복에 관한 연구5)와 니트제

품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제시한

SDS-ONE의 기능에 관한 연구, 문신의 새겨진 의미

를 분석하거나 타투나 문신의 표현특성을 패션이미

지로 분석한 바디페인팅에 관한 몇몇 연구가 되어

있으나 이를 의복에 적용하여 구체화 시킨 연구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토속신앙으로서 문신의

의미를 중시하는 아프리카의 특성을 살려 의복에 적

용하여, 니트 제품의 다양한 디자인과 생산의 변화가

요구 되는 요즈음 패션업계에서 그 활용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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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하고 니트 전문프로그램인 SDS-ONE 프로그램

을 활용하여 니트 산업의 제품기획과 생산의 효율성

을 높일 수 있는 제품 및 다양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를 위한 방법으로, 바디페인팅 관련 참고문헌

및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동아프리카 지역 원주민들

이 몸에 새기고 있는 문신 사진을 추출 및 자료 조

사를 하였으며, 직접 촬영한 에티오피아 남부지방에

사는 원주민들의 문신 사진을 기본 자료로 삼았다.

이를 문양의 형태별, 지역별, 부족(종족)별로 구분하

여 정리하였 으며 그 내용을 바탕으로 디자인의 기

초자료로 사용하였다.

Ⅱ. 문헌연구

1. 바디페인팅(Body Painting)
1) 바디페인팅의 유래

아름다움을 표현한다는 의미에서 의복과 바디페인

팅은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오래 전부터 꾸준히 발

전되어왔다. 이러한 신체장식 목적의 의복은 패션의

대표격으로 다양한 유행을 창조해가고 있으며, 바디

페인팅은 패션의 한 분야로 예술화 되어가고 있다.

고대의 신체장식은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만

이 아니라 부족 간의 구별 방법으로, 신분과 부의 정

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또는 종교적 주술적 의식 등

을 목적으로 사용되어왔다. 문신의 역사는 고고학적

자료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5천 년 전으로 추정되며

아메리카를 침략했던 유럽인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남북 아메리카의 인디언들도 문신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 지역의 찌르기 문신과는 달리 흉터 문신이라는

독특한 형태이기는 하지만 아프리카인들 역시 문신

을 몸에 지니고 있었다. 유명한 뉴질랜드의 마오리족

을 비롯한 남태평양 지역의 대부분의 민족들도 문신

을 가지고 있었고 로마인들은 죄수와 노예들에게 문

신을 새겼다. 그리스도교 출현 이후 유럽에서는 문신

행위를 금지했지만 중동 지역과 그밖에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행해져 왔다. 문화인류학적 보

고에 따르면 이들은 20세기 초까지도 문신 습속을

지니고 있었다.

바디페인팅은 본래 타투(Tattoo)에서 발전된 것으

로 타투의 어원은 폴리네시아어인 ‘타타우’(tatau)로

‘예술적’,’두드리다’라는 뜻을 지닌다. 이 용어는 제임

스 쿡이 1769년 타히티의 탐험일기에 기록한 이후

영국과 유럽지역으로 전파되었다. ‘타타우’는 피부를

소재로 하는 민속예술로 오늘날 서양 바디아트(Body

Art)에 큰 영향을 주어 새로운 문화로 자리하게 되

었다.6)

2) 아프리카의 바디페인팅

아프리카인들에게 신체장식의 형태와 의미는 특정

문화의 표현이다. 각자의 삶의 위상을 구별하는 것뿐

아니라, 그들의 사회와 정치상황, 직업이나 경제적

위치, 공동체의 발전상황을 표현하는 메시지를 전달

한다. 그들의 몸에 새겨진 특정장식이 변화하는 계절

을 나타내기도 하고, 부족 내에 존재하는 신비, 종교,

예술행사를 표현하기도 한다.7) 대부분의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자신의 신분과 속한 부족을 나타내기 위

해 문신을 만든다. 어린 시절에는 얼굴에 새기고 성

인이 되어서는 가슴이나 몸에 새기는 것이 일반적이

다<그림 1>. 서아프리카의 베수리 베부족은 성인식

때 배위에 문신을 새기는데 아이에서 성인으로의 통

과의례로 성장의 고통이나 시련을 맛보게 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 거듭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바디페인팅의 재료는 자연에서 취할 수 있는 흙이

나 황토의 다양한 붉은색과 노란색, 망간의 검은색과

석회의 흰색 등 광물에서 얻은 것과, 식물, 동물에서

얻은 색 재료를 사용하는데, 요즘은 공업제품화 되어

있는 색 재료와 분필 등이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

로 장식의 목적으로 피부에 채색할 때에는 자연의

피부색을 보다 강조하는 방향으로 채색하였는데, 자

연색을 보다 강조하는 방법, 자연색과 유사하며 채도

가 높은 색채를 바르는 방법, 대비를 통하여 자연색

을 강조하는 방법이다. 즉 강조하고자 하는 자연색과

대비되는 색채를 칠함으로써 자연색을 강조하는 것

이다8)<그림 2>. 색상은 각각 다른 의미를 담고 있지

만 일정한 의미로 특정 지을 수는 없다. 부족과 문화

에 따라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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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아프리카 어린이와 성인의 문신 형태

http://www.nutang.com

http://blog.daum.net/bahardar

<그림 2> 바디페인팅의 색채

Hans Silvester (2008).

Natural Fashion, http://blog.daum.net/bahardar

색의 경우 삶과 죽음의 색으로 여겨지며, 흰색은 종

교의식과 축제 때 주로 사용하고 조상의 영과 다른

초자연적 존재에 연결됨을 상징한다. 때때로 흰색은

소년 소녀들이 성인으로 부족사회에서 인정받는 개

시의식에 사용된다.9)

동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보여 지는 신체장식에 사

용되는 패턴은 대부분 일상에서 사용되는 도구나 물

건으로, 그것은 생활의 특정한 문화와 생각, 철학을

반영한다. 자이르(Zaire) 지역에 거주하는 망비투

(Mangbetu)족 여자들은 60세가 넘으면 몸에 몇 시

간에 걸쳐 페인팅을 하는데 사용되는 패턴은 주로

별, 십자가, 점, 교차선 등이다.10) 카로(Karo)족은 축

제 전, 몸에 흰색 분필로 동물을 상징하는 무늬를 그

리는데 점 무늬로 기니(Guinea-fowl)새를 표현하기

도 한다.11) 수루마(Surma)족 남자들은 ‘동가(donga)’

축제에서 스틱으로 결투를 하기 위해 물과 분필을

섞어 손가락으로 줄 패턴을 만든다.12) 누바(Nuba)족

여성은 가슴, 등, 배에 좌우대칭의 기하학적 무늬를

새기는데 피부를 벤 다음 숯, 재, 모래 등으로 문질

러 흉터가 부풀어오르게 만든다. 이것은 여성의 성적

매력을 높인다고 생각하였다.13)

본 연구에서는 Hans Silvester14)와 Karl Groning15)

의 아프리카 바디페인팅 관련 저서와 인터넷사이트

에 올려져 있는 Jermi Hunter의 작품사진16), 직접

촬영해서 블로그에 올린 사진17) 등, 총 204점의 패턴

을 선별하여 Dot Pattern, Line Pattern의 직선과 곡

선, Block Pattern, Optical Pattern으로 구분하여 정

리하였다. 선별된 패턴의 분포도를 살펴보면, Dot 패

턴 17%, Line 패턴의 직선 17%, 곡선 패턴이 13%,

Block 패턴 31%, Optical 패턴이 22%로 나타나

Block 패턴이 가장 많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

Dot Pattern은 에티오피아 남부지방의 오모벨리

(Omo Valley) 인근의 종족 에게서 많이 볼 수 있으

며, 검은 피부에 흰색과 회색으로 그려 넣는 것이 일

반적인 데 반해 여러 색상을 사용하여 화려하게 칠

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로 어린아이나 여자들의 얼굴

에 많이 그려지고 있다<그림 3>.

직선 패턴은 남부지방의 투루미(Trumi)족과 바나

(Banna)족에게서 많이 보여 지는 무늬로 직선과 사

선을 반복적으로 나열하여 그려진 것이 일반적이며

기와를 연상하게 하는 무늬와 색상을 주로 사용한다

<그림 4>.

곡선 패턴은 에티오피아 남부지방의 물시(Mursi)

족과 수루마(Surma)족에게서 많이 보여 지는 무늬

로 물결과 같은 무늬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거나 자유

롭게 그림을 그린 듯한 무늬로 여러 부족에게 가장

일반적으로 분포되어있다<그림 5>.

Block Pattern은 탄자니아의 마사이족과 에티오피

아의 아톰(Atom)족에게서 주로 보여 지는 무늬로

분할된 면을 색으로 메운 것이나 선을 분할한 것, 형

태 없이 색칠된 것 등이 보여 진다<그림 6>.

Optical Pattern은 에티오피아 남부지방과 수단에

서 많이 보여 지는 무늬로 물체를 형상화 한 것과 회

화적인 것, 패턴화 되어 한 개체(Unit)를 반복 사용

한 것 등 그림 형태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보여지는

물건이나 방패와 같이 나쁜 영향력에서 방어한다는

의미가 담긴 그림이 가장 많이 보여 진다<그림 7>.



아프리칸 바디페인팅 패턴을 응용한 니트 교복 디자인

- 5 -

<그림 3> Dot Pattern

Decorated Skin, Natural Fashion, http://www.blog.daum.net/bahardar

<그림 4> Line Pattern 직선,

Decorated Skin, http://blog.daum.net/bahardar

<그림 5> Line Pattern 곡선

http://www.cyworld.com/ethiopia

http://www.sebbascle.blogspot.com

<그림 6> Block Pattern,

Natural Fashion, http://um-hello.blogspot.com

http://pinterest.com

<그림 7> Optical Pattern,

Decorated Skin, Natural Fashion, http://blog.daum.net/bahard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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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Pattern 분류 종족(부족) 지역 사진

DOT

(17%)

채워진 원 Omo/ Gelb Ethiopia omo

라인으로 그려진 원 Surma/ Mursi Ethiopia/ Kenya

점으로 만들어진 원 Mursi/ Hamar Ethiopia omo

이중 원 Kormu/Masai Ethiopia/ Tanzania

LINE

직선

(17%)

짧은 선의 반복 Karo/ Galab/ Mursi Ethiopia omo

반복된 꺽은 선 Hamar/ Masai Ethiopia/ Tanzania

반복된 긴 선 Mursi/ Ari Ethiopia omo

무질서하게 그려진 선 Hamar/ Surma Ethiopia omo

LINE

곡선

(13%)

물결무늬 Mursi/ Hamar Ethiopia omo

반복된 선-대칭 Kormu/ Surma Ethiopia 남부

반복된 선-비대칭 Mursi Ethiopia omo

자유곡선 Mursi/Karo/ Kikuyu Ethiopia/ Kenya

BLOCK

(31%)

색상으로 메운 면 Surma Ethiopia/ Sudan

선의 분할로 만든 면 Hamar/Nuba/ Masai Ethiopia/ Tanzania

무형으로 색칠된 면 Atom/ Kurma Ethiopia/ Kenya

OPTICAL

(22%)

물체를 형상화-방패 Mago/ Kromu Ethiopia omo

회화적 표현 Nuba/ Surma Sudan

패턴화 된 무늬 Hamar Ethiopia omo

인체를 표현한 무늬 Karo/ Masilai Ethiopia omo

<표 1> 아프리카 바디페인팅 패턴 분류

2. 아프리카의 교복

교복은 제복으로 획일성을 가지고 있지만 외모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의 심미적 표출 도구로 사용된

다. 최근 니트웨어의 대중화는 캐주얼웨어를 즐겨 입

는 청소년기의 학생교복에도 영향을 미쳐 교복으로

니트웨어의 착용이 늘고 있다. 이는 착용감과 형태

안정성이 우수하며 취급이 용이하고, 염색견뢰도, 위

생적 기능 및 내구성이 우수해야 하는 교복 소재로

서 신축성이 좋고 가벼우며 구김이 잘 가지 않는 장

점을 가진 니트가 적합하기 때문일 것이다.

동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에서는 이미 학생교복으

로 니트를 사용해왔다. 특히 수도의 경우 해발

2500m의 고산지대이므로 하루의 일교차가 심하다.

계절의 변화가 없지만 일년 중 장마철이 거의 3개월

간 계속되며 이 시기의 일교차는 더욱 심해진다. 이

러한 기후에 통기성과 보온성이 높은 니트는 학생

교복으로 매우 실용적이라 할 수 있다. 세계 제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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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탄자니아 모시지역의 학생교복

http://www.cyworld.com/ethiopia

<그림 9> 에티오피아

까마쉬지역의 학생교복

http://www.cyworld.com/ethiopia

<그림 9-1> 에티오피아의 아디스아바바의 학생교복

http://kr.blog.yahoo.com/sinbopsm

<그림 9-2> 에티오피아 근교지역의 학생교복

http://www.cyworld.com/ethiopia

빈곤국가인 에티오피아의 학제는 초등9년 고등(2nd

School) 3년으로 되어 있다. 모두 의무 교육화 되어

있어 수업료의 부담은 없으나 수도인 아디스아바바

의 경우도 교복이나 학용품을 살 능력이 안 되어 학

교에 다니지 못하는 학생이 적지 않다. 이러한 환경

에서 니트교복은 사이즈에 민감하지 않다는 특성이

이들의 상황과 잘 맞는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에티오피아를 중심으로 한 주변 아프리카 국

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복디자인을 살펴보면, 크게

단색니트 스웨터, 가디건, 조끼와 단색 면직물로 제

작된 셔츠, 점퍼 타입으로 나누어진다. 여성과 남성

구분 없이 입혀지고 있고 하의는 별도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여 진다<그림 8>, <그림

9>, <그림 9-1>, <그림 9-2>.

위와 같은 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소재와 조직 활

용에 있어 실용적이며, 디자인에서 외모에 민감하고

활동성이 많은 청소년기의 교복에 알맞은 패턴과 실

루엣으로, 아프리카 민족 정서에 맞는 색상으로 디자

인을 제시 하고자 한다. 본연구가 교복의 패션화 바

람을 일으킬 수 있으며 니트산업 육성의 매개체로서

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컬러 자카드 니트

니트의 컬러 자카드 조직은 색채가 뚜렷한 이미지

를 나타낼 경우와 여러 가지 색의 얇은 편지(編地)를

얻고자 하는 경우 등 다양하게 적용된다.18) 컬러 자

카드 조직은 기본적으로 디자인에 따라 선택된 바늘

의 앞 베드에서 편직 하고 그 외의 바늘은 뒷 베드에

서 편직 한다. 같은 단에서 색상수가 증가하면 소요

되는 실의 양이 증가되고 편지는 그만큼 두꺼워 진

다. 컬러 자카드는 뒷면의 조직에 따라 그 종류가 노

말 자카드(Normal JQ), 버드아이 자카드(Bird’s eye

JQ), 플로팅 자카드(Floating JQ, Single JQ), 튜블러

자카드(Tubular JQ), 레더백 자카드(Ladder’s back

JQ, Binding JQ), 블리스터 자카드(Blister JQ), 트랜

스퍼 자카드(Transfer JQ)의 7가지로 구분된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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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말 자카드(Normal Jacquard)

무늬를 나타내고자 하는 컬러영역에서는 all nee-

dle편직하고 다른 컬러 영역에서는 back needle로만

편직한다. 편성된 편지는 다른 컬러 자카드 조직에

비해 가로 방향으로 신축이 좋지만 2컬러 이상이 되

면 앞 코가 사용컬러 수만큼 wale방향으로 패턴이

늘어나고 뒷면이 거칠어지는 단점이 있다.

2) 버드아이 자카드(Bird’s eye Jacquard)

무늬를 나타내고자 하는 컬러영역에서는 뒤 바늘

이 선침된 바늘 세트에서 all neddle 편직하고 선침되

지 않은 바늘 세트에서는 앞 바늘만 편직 하게 된다.

다른 컬러영역에서는 뒤 바늘 중 선침된 back ned-

dle을 편직하고 선침되지 않은 뒤 바늘은 편직하지

않는 자카드이다. 노말 자카드에 비해 뒷면이 거칠지

않고 무늬를 표현하기가 용이하다.

3) 플로팅 자카드(Floating Jacquard)

2종 이상의 실을 사용해서 무늬를 나타내고자 하

는 컬러영역에서는 앞 바늘로 편직하고 다른 컬러영

역에서는 웰트(welt)하여 편직한다. 무늬의 이면은

무늬가 되지 않는 다른 실이 floating된 상태로 떠있

기 때문에 무늬가 확실히 나온다는 장점이 있음과

동시에 니트 되지 않는 실이 생지의 신축성을 적어

지게 하는 단점도 있다.

4) 튜블러 자카드(Tubular Jacquard)

무늬를 나타내고자 하는 컬러영역에서는 앞 바늘

로 편직하고 다른 컬러 영역에서는 뒤 바늘로 편직

한다. 양면이 형성되는 자카드이므로 편지가 두껍다.

튜블러 자카드의 편직 시는 색사 배치방법이 중요하

다. 편직 시 뒤쪽에 위치한 색사가 앞 베드의 바늘들

을 먼저 편직하고 앞쪽에 위치한 색사가 뒷 베드의

바늘들을 편직 하도록 하여야만 양단이 벌어지는 것

을 방지할 수 있다.

5) 레더백 자카드(Ladder’s back Jacquard)

무늬를 나타내고자 하는 컬러영역에서는 앞만 짠

다. 다른 컬러영역에서는 선침된 ladder에 해당되는

뒤 바늘만 짜는 튜블러 자카드와 플로팅 자카드의

중간 형태이다. 사용 컬러 수가 많아지면 튜블러와

같은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컬러 수를 적

게 하여 사용한다.

6) 블리스터 자카드(Blister Jacquard)

버드아이 자카드와 튜블러 자카드가 섞인 형태의

편조직으로 무늬를 나타내고자 하는 컬러영역에서는

버드아이 자카드로 편직하고, blister영역에서는 뒤는

1x1 backing으로 선침된 바늘만 편직하고 앞은 튜블

러로 편직한다. 앞조직과 뒤 조직의 콧수를 다르게

하면 튜블러의 경우 콧수가 많은 쪽이 부풀어 오르

게 되어 있는 성질을 이용한 조직이다.

7) 트랜스퍼 자카드(Transfer Jacquard)

무늬가 되는 부분의 앞 베드의 바늘에 형성된 코

를 뒤 베드의 바늘로 transfer시켜 뒤 베드의 바늘에

서 형성된 조직들이 앞에서 보이게 하여 무늬가 형

성되도록 하는 조직이다. 이 조직은 편직 시간이 많

이 걸리는 것이 단점이다.20)

4. SDS-ONE 프로그램

시마세이키(Shima Seiki)사가 개발한 SDS-ONE

(Shimaseiki Design System)은 상품기획, 디자인, 패

턴 제작, 편직 프로그램, 샘플링, 생산, VMD 등 일

곱 가지의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실 제조업

자, 디자이너, 편직 기술자, 머천다이저, 유통업자 등

의류 공급 경로 내에서 각 부분별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21) 그 중 가상 샘플링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페인트(Paint) 기능은 어패럴 디자인 툴, 니

트 디자인 툴, 얀 디자인 툴로 구성된다. 페인트 기

능 중 니트 디자인은 원사 및 조직 개발 기능과 드

레이핑 시뮬레이션 등이 가능하다. SDS-ONE은 원

사를 칼라와 텍스추어까지 개발해서 화면상에서 성

형으로 편직을 하고 그려진 자체로 편직 프로그래밍

이 되어 실제 편직이 가능하다. 또, 맵핑을 하면 실

제 입은 듯 주름, 명암, 등을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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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세부항목 기 능

원사개발
Yarn List

실의 data base를 만들고 관리

새로운 실 만들기

등록한 실의 색채를 변경

등록한 실의 모양 편집

Input Yarn 실제 판매되는 실을 이용하여 편직 시뮬레이션

조직개발

Loop Edit Structure, Intarsia, Jacquard 패턴 디자인 개발

Loop Change 원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하기 전 기본정보 기입

Loop Draw 디자인한 조직을 스와치로 시뮬레이션

Color Way Color Change Mapping 한 니트웨어의 색상 변환

드레이핑

시뮬레이션

Mesh Mapping
디자인하여 편직 시뮬레이션한 스와치를 원래 모델그림이 가진 느낌을

살리도록 드레이핑

Template Mapping 입력되어 있는 특정 형태의 모델에 드레이핑

<표 2> SDS-ONE의 Paint 기능

SDS-ONE 프로그램은 실제 샘플 진행과 똑같은

상태로 컴퓨터 화면상으로 진행해 볼 수 있어서 시

간, 노력, 경비의 절감을 가지며 시뮬레이션과 동시

에 실제 편직 데이터도 작성되어 디자이너와 기술자

가 같은 데이터를 사용하여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그림 9>. 페인트 기능은 원사개발, 조직개발,

컬러웨이(Color way), 드레이핑 시뮬레이션 시스템으

로 나눠볼 수 있다<표 2>.22)

Ⅲ. 디자인 전개

1. 아프리칸 바디페인팅을 응용한 니트패턴 디

자인

본 연구에서는 SDS-ONE의 Paint를 이용하여 패

턴화된 아이템을 쟈카드 조직으로 변환하여 디자인

된 의복에 입히는 방식을 시뮬레이션 기법으로 표현

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패턴을 어떻게 의

복에 적용할 수 있는지 소개하며, 단시간 내에 많은

디자인을 실물과 큰 차이 없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동아프리카에서 보여 지는 바디페인팅 패턴을 지

역과 종족별로 분류한 <표 1>을 참고하여 가장 많이

보여 지고 보편화 되어있는 점무늬와 선무늬 기하학

무늬로 대별하여 각각 3가지의 디자인을 전개하였다.

사실적인 표현을 하여 아프리카의 특성을 확연히 드

러낸 것도 있으며, 주된 디자인은 한가지 유니트를

느낌을 살려 패턴화시킨 것으로 색상의 변화와 반복

에 의해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카드

조직의 특성 상 색상은 3∼5가지로 한정하였고 부득

이 다양한 색상을 사용할 경우 인타샤 조직으로 전

개하였다.

2. 바디페인팅 패턴을 활용한 에티오피아 학생

교복 디자인

니트 교복의 디자인은 다양한 변화를 주기 어렵다.

교복의 기능인 활동성과 기능성을 고려하여 원사의

종류와 게이지가 정해져야 하며, 에티오피아의 기후

를 고려하고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공정이 복잡한

디자인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소재는 면과 양모의

생산지인 것을 고려하여 주로 면사를 사용하며 북부

지방과 수도의 경우 고산지대인 점을 고려하여 양모

와 면의 혼방사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에티오피

아 사람들의 피부색을 고려하여 잘 어울릴 수 있는

색상을 선택하였다.

디자인 전개는 주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

으므로 연령대에 맞는 색상의 선택도 고려하였다. 바

디페인팅 패턴이 담고 있는 신앙적 의미와 트렌드

(Magic Orcle)의 분위기를 살리면서 현대 교복에 적

합한 디자인으로 전개해 보았다. 문헌연구를 통해 조

사한 바에 의하면 아프리카 소수부족들이 사용한 바

디페인팅은 붓을 이용해 반복적인 점과 선으로 그려

진 것이 대부분이었다. 색상은 1,2가지 색상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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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된 패턴의 색을 지정한다. 패턴에 자카드 조직을 입힌다

원사선택, 니트조직으로 시뮬레이션한다. 시뮬레이션 완성(조직 확대)

<그림 9> SDS-ONE Knit Paint를 통한 자카드 조직의 시뮬레이션

되었고, 많게는 4가지 정도의 색상이 사용되었다. 패

턴 또한 단순한 무늬의 반복이 많이 보여 졌고 자유

로이 그린 곡선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

탕으로 디자인 된 9가지 패턴을 자카드 조직 중 생

산성과 실용성을 고려하여 학생교복으로 유용한 노

말자카드, 버드아이자카드, 플로팅자카드 조직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작업해보았으며<그림 9>, 재킷 스

타일의 디자인 2개, 점퍼 스타일의 디자인 2개, 스웨

터 디자인 1개, 조끼 디자인 1개의 남녀 학생교복에

매치하였다. 색상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선호하는 원

색 계열과 그들의 피부색과 어울리는 내츄럴 계열의

색상, 청소년에 어울리는 밝은 색상계열을 선택하여

표현하여 제시하였다.

Ⅳ. 결론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 니팅 시스템인 SDS-ONE의

'페인트'기능을 이용해 아프리카 소수 부족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바디페인팅의 문양을 니트 패턴으로

전개한 뒤 이를 니트 자카드 조직으로 편직하여 학

생교복으로 디자인하고자 하였다. 바디페인팅 패턴은

니트의 쟈카드 조직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단순화 시킨 패턴은 훌륭한 니트 조

직으로 응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문헌연구와 디자인 전개를 통하여 얻은 결론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에티오피아의 학생교복은 경제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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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t-원 Dot-점 Line-직선 Line-직선 Line-곡선

모티프

Pattern

Design

Knit

Pattern

Simulation

조직 버드아이 버드아이 플로팅 버드아이 플로팅

게이지 12GG 10GG 12GG 10GG 12GG

Uniform

Design

Mapping

<표 3> 에티오피아 학생교복 디자인: 테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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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곡선 기하학-1 기하학-2 기하학-3

모티프

Pattern

Design

Knit

Pattern

Simulation

조직 버드아이 버드아이 노말 버드아이

게이지 10GG 7GG 7GG 12GG

Uniform

Design

Mapping

<표 4> 에티오피아 학생교복 디자인: 테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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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우선조건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정된 실의 종

류로 다양한 패턴을 활용한 쟈카드 조직의 활용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켜줄 것이며, 외모에 민감한 청

소년들의 니즈를 만족시켜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외형 다자인의 한계와 소재의 한계는 다양

한 색상과 패턴으로 충분히 채워줄 것이며 패턴의

내용이 이들의 정서가 배어있는 것이어서 친근감으

로 다가갈 수 있는 디자인이라 생각된다.

셋째, 아프리카 정서에서 바디페인팅은 여러 종족

으로 나뉘어 있는 각 부족들의 표시이기도 하다. 이

를 서로 공유하며 교복으로 생활화 시키는 것은 부

족간의 연합과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정서적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 점은 아프리카 국가현황의 문제로

문서자료의 수집이 제한 되어있어 사진자료를 주로

참고하였다는 것으로 공식적인 자료로 사용되기에 미

비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자

료를 통해 연구의 깊이를 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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