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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식물의 잎을 이용하여 색과 문양을 천에 직  린트 염색할 수 있는 친환경  방법을 찾고자  
출발 하 다. 그러던  식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색과 문양을 천에 효과 으로 나타낼 수 있는 “에코 
린 ”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에코 린 은 식물의 잎(유칼립투스)을 활용하여 자연에서 식물의 문양과 

색을 디자인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에 사  정의를 비롯하여 학문 으로 체계 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입문하기가 어렵다. 이에 본 연구자는 자연 인 형태와 색을 얻을 수 있는 식물의 
잎이나 꽃을 이용한 천연염색과 에코 린 을 정의하고, 유칼립투스의 잎을 사용하여 실험연구 제작에 
임하 다. 울 는 실크로 구성된 각각의 스카 에 유칼립투스 잎을 배열하고 압력을 가하여 묶어 열탕 
는 증열처리를 하여 색소가 천에 스며들게 하여 염색 제작하 다. 이 방법은 천연재료에서 염액을 추출

하여 염색하는 기존의 방법과 달리 한 단계 나아가 식물의 형태를 천에 직  문양으로 어내는 방식이다. 
한 매염제를 사용하여 색상의 변화를 도모 하 으며, 이러한 실험연구의 결과 기존 제품과는 차별화 할 

수 있는 스카 디자인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에코 린 은 각 재료가 갖는 조건과 환경 등에 
따라 색상의 변수가 발생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을 개선하기 해 앞으로 여러 종류의 천과 일상생활
에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다양한 재료로 연구 비교 할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의 에코 린 에 한 실험연
구와 제작기법이 천연염색에 입문하는데 활용되어 천연염색의 외연(外延)이 보다 확장되기를 기 한다.  

■ 중심어 :∣에코 프린팅∣유칼립투스∣염색∣임 프린팅∣각인기법∣천연염색∣
Abstract

This paper aimed to find out the eco-friendly approach enabling to directly print patterns and 
dye colors on fabrics using leaves of plants. In the research process, I found out the 
‘eco-printing’ which could effectively express unique colors and patterns of plants. While 
eco-printing can design the patterns and colors of plants in nature using the leaves of 
plant(Eucalyptus), it is difficult to implement because it is not systematically and academically 
investigated including the dictionary definition in Korea until now. Thus, I tried to define the 
eco-printing and natural dyeing using leaves or flowers of plants enabling to get natural 
patterns and colors and do the experimental research and production using the leaves of 
Eucalyptus. 
The leaves of Eucalyptus were arranged on a wool scarf and a silk scarf, tied and applied 

pressure to them and made pigments penetrate into fabrics by heating or steaming them. This 
approach is to directly print the patterns using the shapes of plants on fabrics unlike the existing 
approaches dyeing by extracting dyeing solution from natural materials. Furthermore, the 
change of colors was attempted by using the color fixers. In accordance with the results of this 
experimental research, the scarf design differentiated from the existing products could be 
acquired. 
It was identified that eco-printing could induce the color variables depending on the conditions 

of each material and environment. For improving the color variables, various kinds of fabrics and 
divers kinds of materials which can be easily acquired in a daily life will be investigated and 
compared. Furthermore, it is expected that the experimental research and production techniques 
on eco-printing be utilized when starting natural dyeing and the scope of natural dyeing be more 
expa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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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패션의 화두  하나는 친환경과 련 있는 상

품의유행이라고 할 수 있다. 패션 분야에서도 상품을 

생산 는 소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환경

오염에 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보다 환경 친화 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그  패션 상품의 주재료가 되

는 천을 제작·가공하는데 필요한 과정인 염색, 특히 화

학염료를 사용한 염색은 폐수로 인한 수질 오염 등 많

은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런 약품을 사용하여 염색한 

천은 착용자의 피부에 알 르기(Allergy)를 유발하는 

부작용도 수반한다. 이에 패션 업계에서는 차 으로 

천연염료에 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이를 활용한 

패션 상품이 고 부가가치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천

연염색은 염료의 생산과 염색 방법이 화학염료의 사용

보다는 친환경 이라는 과 화학염료보다는 인체에 

해가 고, 화학염료와 구별되는 자연 식물 잎에서 얻

을 수 있는 색상을 구 할 수 있으며, 천연 재료 사용에

서 오는 항균 소취 등의 효과를 갖는 의 장 은 있으

나 천연염색으로 디자인 제작의 한계는 여 히 남아있

다[1]. 일반 인 천연염색 기법으로 자연의 문양을 도안 

재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간편하면서도 형태를 도안하여 문양을 염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 다. 그러던  “에코 린 ” 이란 염

색방법을 하게 되었다. 에코 린 은 식물의 잎을 활

용하여 색과 잎의 문양을 얻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2]. 그러나 에코 린 은 국내에서 아직까지 사  정

의를 비롯하여 학문 으로 체계 인 연구가 이루어 지

지 않고 있는 것이 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천연염

색의 기존 염색방법에서 침염과 증열 방식을 활용하여 

실험연구 제작하 다[3]. 실험 제작 방법  침염은 염

료를 물에 타서 피염물인 원단을 침 시켜 염색하는 방

법으로 바탕이 한 가지 색으로 물들게 하는 기법이다. 

물에 녹인 염료와 유칼립투스에서 나오는 색소 염료가 

혼합되어 원단에 착색 시키는 것으로 알아 볼 수 있다. 

증열 방법은 열에 의해 발생하는 수증기를 이용하여 착

색하는 기법이다. 유칼립투스의 고유의 색을 표  하는

데 좋은 기법이다. 이러한 두 가지의 염색기법을 이용

하여 스카  디자인의 연구 제작하고자 한다[4][5]. 

본 연구의 에코 린  상은 린  효과가 높은 

표 인 재료로 사용되는 유칼립투스(Eucalyptus)를 

주 재료로 사용할 것이다[6]. 이에 국내에서 으로 

사용되는 에코 린 의 용어 정의를 살피고 에코 린

의 특성을 정리 하 다. 실험 제작 방법은 천연염색

의 일반  침염에 의한 유칼립투스 잎과 천연염료 철장

액을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과 염료의 추가 없이 증기로 

증열해서 색을 얻어내는 제작 과정으로 진행하고자 한

다[7]. 

Ⅱ. 이론적 배경

1. 에코프린팅의 정의

에코 린 이란 일반 으로 주변에서 쉽게 채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잎들과 열매 열매껍질로 천에 열을 

가하거나 두들기거나 비벼서 하는 직 염색과 끓이는 

직 염색, 두들기거나 비벼서 하는 염색, 증기로 열을 

가하는 증열염색, 태양빛을 이용 하는 염색 등, 다양한 

방법이 해지고 있다. 오스트 일리아의 인디아 린

트(India Flint)의 서 “Eco Colour” 라는 서에서 유

래되어 알려졌으며 Eco - dyeing, Botanical Dyeing 으

로도 알려져 있다. 이 에코 린 은 식물을 천 에 놓

고 막 에 말거나 기, 감기 등의 압착을 가하고 난 다

음 뜨거운 열탕에 담그거나 증기에 의한 색소가 섬유에 

염색되게 하는 것이다[8]. 에코 린 의 특징은 원단 

체에 염색을 하는 일반 인 천연염색과 차별 되어 있

다. 첫째로 자연물의 형태 그 로 문양을 어내는 날

염(捺染)의 방식, 둘째로 원단에 문양을 직  그리거나 

는 직 염(直接染). 셋째로 매염제로 문양을 그리거

나 염색하는 방법으로 나 워 볼 수 있다[9][10]. 이러

한 특성이 환경 친화 인 린  이라는 의미에서 에코 

린 이라 불리어 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문양을 어

내는 작업 방식 때문에 임 린 (Imprinting), 각인염색

(刻印染色)등의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다[11][12].

2. 유칼립투스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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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칼립투스의 학명은 ‘Eucalyptus Globulus’이며, 완

히(well)를 뜻하는 그리스어인 ‘Eu’와 덮인(covered)

를 뜻하는 ‘kalipto’ 의 합성어로 꽃받침이 꽃을 감싼 모

양에서 유래하 다. 

유칼립투스는 주로 오스트 일리아 지역 고유의 상

록수 경목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  하나로  

세계 1200개 이상의 종과 하  종이 있다. 3월에서 11월 

사이 노란색, 흰색, 붉은색의 꽃이 피는데, 잎에서 매운 

향이 나고 열매는 반구형이다. 유칼립투스는 천연염색

을 할 때 고무질의 진과 기름이 나와 오일이나 고무, 타

르(Tar)의 원료로 쓰이는데, 특히 오일은 살균 작용 효

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유칼립투스는 1900년  반, 회의 팜 렛의 

참고문헌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여 당시 군인용 양모 양

말에 합한 염료로 추천된 것과 같이 양모에 한 친

화력이 우수하다. 그 외에 유칼립투스는 화학  매염제

를 사용하지 않고 울이나 실크, 기타 동물성 천에 색을 

고착시킬 수 있으며, 염료가 변색되지 않고 일  견뢰

도가 우수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13].

유칼립투스 잎은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은 상태의 신

선한 상태 인가, 건조한 상태인가 혹은 나무에서 떨어

져 땅에서 채취한 상태인가 등의 채취된 상태에 따라 

염색 후 색상이 차이를 보인다. 한 유칼립투스의 특

징  하나는 한 그루의 나무에서 채취한 잎이라도 다

른 비율의 성분으로 혼합되어 있어 염색 결과 색이 다

를 수도 있다는 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런 색의 차이

는 날씨에 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건조한 

기후에는 강렬한 색상을 띠며, 수확되기 이 에 비가 

올 경우 짙은 빨간색에서 은 녹색으로 색이 격하게 

변화한다고 한다. 유칼립투스는 자연 상태의 물에서 가

공할 때 카키색의 염료이지만, 나무에서 바로 채취한 

나뭇잎을 사용하여 에코 린 을 할 경우 주황색, 황갈

색, 연녹색의 문양을 나타낼 수 있다. 유칼립투스 시네

리아(Eucalyptus Cinerea)는 세계 으로 꽃가게에서 사

랑받는 품종  하나로서 푸른 회색 잎이 특징이며, 뜨

거운 물에 담그면 즉시 에메랄드 색으로 변하고, 10분 

정도 끓인 후에는 카키색으로 변한다[14].

사진 1. 유칼립투스의 잎과 꽃
 

Ⅲ. 에코프린팅을 활용한 스카프 제작 및 분석 

1. 작품의 재료 및 제작 과정

1.1 작품의 재료

작품의 재료는 크게 도구로 사용되는 P. V. C 이

(길이 40cm), 끈(마 끈 의 굵기-지름1, 3, 5mm, 노끈 

굵기-13cm)울 스카 와 실크스카 , 계량스푼, 주재료

인 유칼립투스(폴리, 블랙잭, 로버스트- 떡잎 모양과 

갈  모양을 연상 세 종류의 잎을 사용) 그리고 염료로 

사용되는 꼭두서니, 블러드 드, 메틸 오 지, 철 장액

을 사용하 다. 꼭두서니(madder)는 꼭두서니 과에 속

하는 여러해살이 풀인 덩굴 풀로 굵은 수염처럼 생긴 

뿌리에서 색소를 추출하여 염색에 이용한다[15]. 블러

드 드(blood red)는 선명한 붉은색으로 짙은 선홍색

을 염색할 수 있다[16]. 메틸 오 지(methy orang)는 메

틸 드와 함께 아조 염료를 표하는 아조기(-N=N-) 

염료의 하나로 염기성 용액에서 노란색을, 산성도가 강

해질수록 붉은색을 띤다[17].

울(Wool)과 실크(Silk) 소재의 선택은 동물성 섬유에 

린  할 때 유칼랍투스잎의 성분인 라보노이드

(flavonoid)와 탄닌 성분이 착염 효과가 우수하여 선택

하 다[18]. 염색 후 남은 잎은 건조시켜 드라이 라워

로 활용하여 유칼립투스의 향기로 살충 ,해충방지효과

를 볼 수 있다[19]. 기부분은 끓여서 염색원료인 염 

액 으로 재사용 할 수 있다. 천연염료로 사용된 꼭두서

니와 블러드 드, 메틸 오 지는 철장액(鐵漿液)으로 

매염을 할 경우 염료의 양에 따라 자주, 보라, 붉은 계열

의 색상을 얻을 수 있는 특성이 있으며, 오 지 빛을 띠

는 유칼립투스의 색과 조화롭게 매치될 수 있는 재료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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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염료가 섬유에 염착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매염제(Mordant, 媒染劑)[20]로는 알루미늄의 백반, 아

세트산알루미늄, 철염에는 황산철 아세트산 철 등이 있

다.

매염제를 사용하면 섬유의 고착력이 높아져 안정

으로 착색되며 견뢰도가 증가된다. 본 연구에서는 산

제이철이 주성분으로 검은색과 갈색계열 염색 시 많이 

사용되는 철장액(鐵漿液)을 매염제로 사용하 다[21]. 

철 장액은 철을 산화시켜 속 성분을 떼어낸 것이다. 

이와 같이 실험 제작에 필요한 과정의 비를 마치고, 

실험 작품을 필요한 열처리의 소요 시간을 3시간으로 

설정하 다. 본 연구자가 1시간 간격으로 열탕/증열했

을 때 얻어지는 색과 잎의 형태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선명하다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색이 어두워지고 형태

는 일그러지는 것을 선행연구에서 알 수 있었다. 이에 

가장 한 시간을 3시간으로 설정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열탕/증열시 1시간 후부터 유칼립

투스 잎에서 염료가 추출되기 시작 하 으나 잎의 형태

나 추출되는 색이 선명하지 못하고 형태의 번짐 상이 

발생하 다. 2시간이 경과 시에 잎 형태나 색들이 추출

되기 시작하 지만 열이 잎에 잘 닫지 않는 부분이 형

태와 색은 흐리게 나타났다. 3시간이 경과 되었을 때는 

색과 형태가 선명하며 잎의 잎맥까지 선명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1].

표 1. 시간대 별 발색정도  

시간 발색 정도

1시간 염색

2시간 염색

3시간 염색

염색을 하는 용기는 스텐인 스 스틸의 재료를 사용

하는 것이 좋다. 다른 속 용기에서 작업할 경우 색상

이 변색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철 소재의 용기에서 산

성인 물로 침염을 하는 경우 자주색에 가까운 색으로 

변색을 한다. 구리 소재의 용기에서 작업할 경우 노란

색의 색상으로 변할 수 있으며, 알루미늄 용기를 사용

하면 명반을 사용하는 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용기

의 선택 시 각별히 주의할 사항이다. 이러한 변색이 발

생하는 이유는 용기자체의 속성분이 매염제와 같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미세하게 반응을 일으키므로 

발생하는 것이다.  

1.2 작품의 제작 과정 

에코 린 을 활용한 패턴 디자인 작품의 제작 과정

과 열탕/ 증열 방법은 아래와 같다. 

1단계, 디자인의 설정에 따른 문양의 배치 단계이다. 

유칼립투스의 굵은 기는 잎에 비해 딱딱하기 때문에 

천에 손상을  수 있으므로 부드러운 기와 잎을 분

리하여 마른 잎보다는 신선한 잎을 선별한다. 잎에서 

색이 잘 추출될 수 있는 잎만 사용하여 디자인되어진 

패턴 에 잎을 배열한다. 

2단계 원단의 는 방법으로 스카 의 크기에 따라 

두 장을 마주보게 겹치거나 각선으로 기 등 디자인

이 서로 칭을 이루는 데칼코마니(Decalcomanie)의 

효과를 의도하여 제작하 다[22]. 더하여, 본 연구에서

는 었을 때 두 장을 겹치게 하고 세 번 는 그 이상

을 는 경우 잎이 직  닿아 첩되어지는 부분의 천

과 닿지 않는 부분과의 다른 음 효과도 표  하고자 

하 다.

3단계, 천의 고정 단계이다. 어놓은 스카 는 피 

이 씨(P. V. C.) 막 에 단단하게 여러 굵기의 끈으로 

감는다. 끈의 굵기와 종류, 감는 방법, 는 횟수에 따라 

스카 에 표 되는 문양의 변화를 다양하게 표 하고

자 하 다. 

4단계,염료 비 단계이다. 스테인 스 스틸(stainless 

steel)용기에 상온의 물 10/L을 넣고, 비한 천연염료 

꼭두서니, 블러드 드, 메칠 오 지분말 염료를 넣고 

잘 풀어  뒤 철장 액을 첨가하여 충분히 어 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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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과정

1
단
계

패턴 
배치

 

2
단
계

원단
배치

 

3
단
계

원단
고정

 

4
단
계

염료
준비

5
단
계

열처리

 

6
단
계

후 처리

 

반 으로 천연염색을 하는 경우 선매염과 동시매염 후 

매염으로 나 어서 실시하는 경향이 있으나, 에코 린

의 경우 유칼립투스가 염착력이 뛰어나므로 선매염 

처리를 하지 않아도 염색이 잘된다[23]. 이에 작업의 효

율성을 높이기 하여 염액에 매염제인 철장액을 같이 

넣어 염색하는 동시매염 방법으로 제작하 다. 

5단계, 에코 린  염색에서 가장 요한 열처리로 

천연염료를 끓여서 열탕 하는 과정이다. 염액이 약 9

0℃에 이르면 원단을 감은 막 를 넣고 뚜껑을 닫은 후 

3시간 정도 열탕처리를 한다.  다른 방법으로 원단에 

잎을 감아 증열기로 증열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실크

나 울을 린  할 경우 90℃ 이상 3시간 증열처리 하

는 것이다.

6단계, 후처리 단계이다. 3시간 경과 후 염색된 천을 

꺼내어 차가운 물에 식히고 천 사이에 들어있는 잎을 

완 히 제거하고 흐르는 물에 깨끗이 수세하여 섬유 유

연제로 마무리 한다. 완 히 건조한 후에는 다림질을 

하여 완성한다. 

표 2. 작품의 제작 과정

2. 작품 분석

2.1 열탕 처리에 의한 제작

작품제작에 있어서 에코 린 의 문양을 각인하고, 

천연염료에 철장액(鐵漿液)을 매염제를 추가로 활용하

여 꼭두서니와 블러드 드, 메틸 오 지와 비율에 따

라자주 보라 등의 붉은 계열의 색상으로 변화를 도모 

하 으며, 오 지색과 붉은 계열의 색상을 심으로 따

뜻하고 서정  이미지의 작품을 표  제작 하고자 하 다.  

표 3. <작품 1> 열탕처리에 의한 작품

< 작품 1 > 만추

섬유 및 
조직

울 트위드
모100%,능직

사이즈 68cm×200cm

염료
꼭두서니 60g, 블러드 레드 30g, 메틸오렌지 30g, 철 
장액 30g, 욕 비: 물10L,2시간 강불,1시간 중불(3개 화
구)

특징

 붉은 톤의 색과 신비스러움의 보라색을 표현으로 늦가
을의 단풍을 연상하며 제작하였다. 스카프의 가운데 부
분은 보라색의 단색으로 처리하여 깊어 가는 가을과 다
가오는 겨울의 느낌을 무게감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문양
배치

염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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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5 아쉬움> 

섬유 
및 
조직

견 거즈 
견100% 사직

사이즈 55cm×55cm

염료
철장액 ,2시간 강 불,1시간 중불(3개 화구)
철장액 바른 잎과 철장액에 10분 담 구어 사용

특징

식물의 잎들이 자라서 시들어 떨어져 사라져 가는 아쉬움
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잎의 선명한 흔적들을 지우고 유
칼립투스의 색이 철장 액 바르거나 침전하는 방법을 사용
하여 색의 채도의 차이변화를 이용하여 표현하였다.

문양
배치

표 4. <작품 2> 열탕처리에 의한 작품

< 작품 2 > 쵸콜릿처럼 달콤하게
섬유 및 
조직

울 트위드
모100%,능직

사이즈 60cm×190cm

염료

꼭두서니 30g, 블러드 레드 10g, 메틸오렌지 30g, 철장 액 
15g, 욕 비 :물10L, 2시간 강불, 1시간 중불(3개 화구)
염료의 30g,10g,30g, 15g 의 비율은 붉은 색의 불러드 레
드의 비율을 적 게 하여 밤색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비율이
다. 선행 연구에서 얻은 결과로 알 수 있었다.

특징
초콜릿의 달콤함과 유칼립투스의 동글동글한 열매들을 사
탕의 달콜함 을 느꼈던 경험을 표현하고자 열매의 색보다는 
형태를 각인하듯이 반복 처리하여 제작하였다.

문양
배치

염색
결과

  

  

표 5. <작품 3> 열탕처리에 의한 작품

< 작품 3 > 빗방울

섬유 및 
조직

울 트위드
모100%,능직

사이즈 70cm×200cm

염료
꼭두서니 50g, 블러드 레드 50g, 메틸오렌지 50g, 철
장 액 20g,욕 비 :물10L, 2시간 강불,1시간 중불(3개 화
구) 짙은 보라색을 유도함

특징

젖은 땅위의 낙엽들과 한 두 방울 떨어지는 빗방울을 
스카프에 옮겨 놓고자 1/2쪽에 잎들을 배열하고 나머지 
부분은 홈질하고, 홀치기 효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모
습을 연상할 수 있도록 의도 하였다.

문양
배치

염색
결과

표 6. <작품 4> 열탕처리에 의한 작품 

< 작품 4 > 햇살을 품다

섬유 및 
조직

울 트위드
모100%,능직

사이즈 110cm×110cm

염료

꼭두서니 50g, 블러드 레드 30g, 메틸오렌지 20g,욕 
비 :물10L, 2시간 강불,1시간 중불(3개 화구)
50;30;20의 비율은 짙은 갈색을 내기 위한 비율로 철장 
액을 첨가하지 않았다. 

특징
창살에 드리우는 햇살을 담은 듯 포근함과 단아함의 느
낌을 끈을 이용하여 묶어 격자와 직선으로 표현하였다.

문양
배치

염색
결과

 

2.2 증열처리에 의한 제작

증열 방법에서는 유칼립투스 잎을 철장 액 바른 것 

과 30분 동안 철장 액에 침 시켜 놓은 것, 철장 액 바

르지 않고 사용하는 방법을 병행 하 다. 이 방법은 철

장 액이 잎에 스며드는 상황에 따라 색이 더 어둡고 검

게 처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침 처리 30분이 경과되

면 철장액이 잎에 침투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7. <작품 5> 증열처리에 의한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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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
결과

표 8. <작품 6> 증열처리에 의한 작품          

 <작품 6 어두운 그림자> 

섬유 및 
조직

견 거즈 견100% 사직 사이즈 62cm×200cm

염료
철장액 ,2시간 강불, 1시간 중불(3개 화구)
잎을 철장액 바른 잎과 30분 담 구어 둔 잎을 사용

특징

스카프의 직물의 짜임에 따라 나타나는 빗살토기문양 
의 단순한 선적 표현을 유도하였으며 배경 처리를 로
버스터 유칼립투스 잎을 철장액에 30분 침전시켜 어
두운 검정 느낌의 회색 톤 으로 나타나게 하였다.

문양
배치

염색
결과

 

표 9. <작품 7> 증열처리에 의한 작품  

< 작품 7> 따로  같이 

섬유및 
조직

견 거즈 견100% 
사직

사이즈 66cm×200cm

염료
철장액 ,2시간 강불, 1시간 중불(3개 화구)
철장액 바른 잎과 철장액에 10분,30분, 세 가지로 사용

특징

길이방향으로 길게 접어 스카프를 착용 시 문양의 연계
성을 주고자 하였으며 양쪽 끝이 서로 다르게 의도하여 
지면아래의 나무뿌리에서 줄기가 뻗어나가는 잎의 무성
함을 하늘로 향하게 하여 자라나는 희망을 연상하며 제
작 하였다. 

문양
배치

염색
결과

표 10. <작품 8>증열처리에 의한 작품

< 작품 8> 밤의 속삭임 

섬유 
및 
조직

견 거즈 견100% 
사직

사이즈 52cm×175cm

염료
철장액 ,2시간 강불, 1시간 중불(3개 화구)
철장액 40분 담 구어 아주 어두운 브라운과 먹색 두 가
지 느낌을 표현

특징

길이 방향으로 길게 접어 스카프를 착용 시 문양의 연계
성을 주고자 하였으며 어두운 밤바람에 휘날리는 갈대 
잎들의 소리를 연상하여 문양의 배치를 하였다. 데칼코
마니 하여 표현하였다.

문양
배치

염색
결과

Ⅳ. 결 론 

본 연구는 자연의 색과 문양을 천에 직  린트하고 

염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여 시작되었다. 이에 

유칼립투스 잎의 다양한 문양을 천연염색기법에 에코 

린 의 기법을 더하여 실험연구 하 다. 실험 방법은 

기존의 천연염색의 침염법과 증열방법에 의하여 천에 

염착시키는 방법으로 연구 진행하 다. 침염법에 의한 

열탕처리 제작의 작품은 반 으로 화사한 색상의 표

이 가능하 으며, 증열처리에 의한 제작은 차분한 

채도의 회색계열의 어두운색의 표 이 가능하 으며, 

매염재의 활용으로 색의 깊이감과 다양함을 표 할 수 

있었다. 한 친환경  자연의 무늬와 색상을 표 할 

수 있는 작품 제작을 가능하게 하 다. 천연 재료를 사

용한 에코 린  디자인은 세 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

째로 일반 천연염색에서 구 할 수 없는 자연 문양의 

린트를 구 할 수 있으며, 자연 친화 인 감성을 표

할 수 있다. 둘째로 자연의 미에 의한 감성  이미지

를 부여하여 제작된 제품들은 기계  량생산의 공산

품과 차별화 할 수 있다. 셋째로 자연과 동일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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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는 잎의 문양 표 은 동일하게 배치하여도 그 

표 된 문양은 작가의 의도에 따라 여러 가지로 표 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의 결과로 연구자는 독창 인 색

상과 문양의 스카  패턴디자인 제작을 할 수 있었다. 

나아가 문화 상품으로의 가치를 올릴 수 있다고 사려 

된다. 본 연구는 수입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유칼립

투스 잎에 한정하여 실험 제작 하 으나 유칼립투스 잎 

일조량, 토양, 기후에 따라 잎에 생기는 탄닌의 성분함

량에 따라 표 되는 색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하여 표 에 주된 향

을  수 있는 탄닌성분을 연구하기 해 직 재배를 

하고자 한다. 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여러 가

지 식물의 잎이나 꽃의 색과 문양을 다양한 천에 염색

하는 연구를 지속 으로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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