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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ble knitting,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structures of knitwear has been 

applied to a number of knit items in a variety of expressions every seas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various types of expressions applied 

with cable knitting techniques to make the necessary data for planning cable 

knit designs. The types of cable knitting were devide into two categories which 

are based on the cable knitting pattern and structure. Based on the pattern, 

firstly, formal type is a reproduction of traditional Aran knit style and is usually 

applied to a practical and comfortable timeless knit product. Secondly, informal 

type is  irregular applied to patterns and directions to highlight the dynamics 

of cable patterns. Thirdly, contrasting type emphasizes the cable pattern by 

contrasting the color of the part of the cable pattern. Fourthly, figurative type 

is the expression of the conceptual motifs and using the cable knit pattern 

itself as motif. Based on the structure, firstly, open type is to emphasize 

patterns and spaces by utilizing open spaces created by the intersection of 

cabling stitches. Secondly, decorative type is to enhance the ornamental effect 

of cable knitting by various methods and other subsidiary materials. Thirdly, 

avant-garde type is applied in various ways with exaggerated volumes or 

textures using the three-dimensional effects of cable knitting. Through this 

study, we look forward to the possibility of expressing the uniqu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each of the various knitting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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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연구�배경�및�목적1.�

최근 들어 니트 관련 제품들의 꾸준한 수요 증가와 함께 , 

니팅 기법은 니트웨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패션용품 및 리빙 

제품 등으로 적용되는 아이템의 범위가 확장되어 왔다 또한 . 

제품 제작 목적이 아닌 니팅 행위 자체가 작업 치료나 스트

레스 감소 등 다양한 테라피에 적용된 사례의 효과가 입증

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니트와 관련한 융복합적인 연구가 

시행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니트 디자인 전개에 있어서 다양한 니팅 기법을 이용해   

생성되는 스트럭쳐의 원리 및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 

로 하여 응용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새롭고 독창적인 니트 

디자인 관련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니트 디자이너에게 이러한 기본적 이해가 부족. 

할 경우 기존의 디자인을 답습하는 정도의 수준에 그칠 수

밖에 없다 또한 니트 기법을 기술적인 요소로만 인식하는 . 

데서 더 나아가 수시로 변화하는 트렌드와 디자인 의도에 

부합하는 결과물로 연결시키기 위해 제한된 특정 니트 기법

을 활용하여 다양한 표현 유형에 적용시키기 위한 연구가 

요구된다.

  니트만의 미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대표적인 기법이자 

스트럭쳐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케이블 니팅(cable 

은 오랜 역사를 거쳐 오면서 기존의 전통적이고 편knitting)

안한 이미지에서 더 나아가 매 시즌 주요 컬렉션에서는 다양

한 표현 방식으로 수많은 니트 아이템에 적용되고 있다 하. 

지만 국내 니트 디자인의 교육적 산업적 인프라와 관련 기, 

초 연구 및 국내 니트 디자이너들의 케이블 니팅으로 제작 

가능한 다양한 표현 유형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디자인 확장 

범위는 다소 미흡한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케이블 니팅 . 

기법과 조직이 적용된 사례 조사와 다양한 표현 유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전통적 스타일이라는 기존의 인식에서 더 나아

가 콘셉트에 맞는 독창적인 케이블 니트 디자인 기획에 필요

한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하게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연구�방법�및�범위2.�

본 연구에서는 관련 선행연구과 단행본 및 인터넷 자료 등

을 참고하여 케이블 니팅의 개념과 원리 디자인 요소와 방, 

식 및 대표적인 케이블 니트 패턴의 종류 등에 관하여 이론

적으로 고찰한다 실증적 조사의 범위는 년도 이후 발. 2000

표된 패션 컬렉션 자료와 년 월 사이 케이블 니트 2018 6-7

관련 키워드로 검색한 니트웨어와 패션액세서리 및 인테리

어 리빙 제품 등에 적용된 다양한 케이블 니트 이미지 약 

여점을 조사하고 수집한다 이를 바탕으로 케이블 니팅200 . 

의 패턴 구조와 텍스쳐 등을 기준으로 표현 유형들을 분류, 

하고 각 유형별 특징과 디자인 적용 가능성에 대해 살펴본

다.

이론적�고찰II.�

케이블�니팅의�개념과�기본�원리1.�

케이블 니트는 이웃하고 있는 몇 개의 니트 스티치들을 서

로 동시에 교차시키면서 밧줄 이나 꽈배기 모양의 텍스쳐‘ ’ ‘ ’ 

를 만들어 내는 니트 기법이다 이는 핸드 니트나 양편기. 

에서 제작이 가능하고 좀 더 두드러진 텍스쳐 효과(V-bed) , 

를 위해 주로 게이지 정도의 다소 굵은 실로 제3-8 (gauge) 

작되어 왔다(Reichman, 1972).  

  케이블 조직은 플레인을 기본으로 하여 케이블이 조합된 

부분은 이상의 웨일 을 서로 교차하여 만들어진다2-3 (wale)

(Lee & Kim, 2014). 기본적으로 케이블의 부조적 텍스쳐를 

강조하기 위해 케이블 부분은 앞 조직(face loop structure)

으로 케이블이 적용되지 않는 배경부분은 뒤 조직, (back 

으로 제작하면서 수직방향의 리브 조직loop structure) (rib 

형태를 구성한다 케이블의 방향은 교차되는 스티structure) . 

치의 좌우가 교차되면서 겹쳐지는 순서에 따라 우상향 혹은 

좌상향 패턴으로 조절 가능하여 한 방향 혹은 번갈아 가며 

디자인에 적용 가능하다 케이블이 교차되는 부분(Figure 1). 

에서는 원사의 탄성에 따라서 케이블 부분과 배경 부분 사

이에 불규칙한 공간들이 생성되고(Choi, Kim & Song, 

다소 느슨한 텐션의 조절이 요구되기도 하며 교차 2012) , 

후 니트 코스의 횟수에 따라 동글한 원형이나 길쭉한 타원

형의 패턴을 만들 수도 있다.  

케이블 니트는 패턴의 형태와 배치 등의 제작 방식에 따  

라 크게 기둥 형방식과 라인 형 방식으로 분류(column) (line)

할 수 있다 기둥형은 교차되는 부분의 루프들이 서로 겹치. 

고 쌓이면서 하나의 기둥 형태를 형성하는 것으로서 대표적, 

으로 로프 형 브레이드 형 호스슈즈(ropes) , (braids) , 

형 등이 이에 속한다 로프 형 케이블(horseshoes) . (ropes)

(Figure 은 두 가닥의 스티치를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교2)

차시켜 밧줄모양으로 꼬며 제작하는 방식이고 브레이드, 

형 케이블(braids) (Figure 3 은 세 가닥 혹은 그 이상의 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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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able� Knitting� Process
(Gaughan, 2016, p.13)

Figure� 2.�
Ropes� Cable

(abramsbooks.tumblr.com)

Figure� 3.�
Braids� Cable

(dummies.com)

Figure� 4.�
Horseshoes� Cable
(dummies.com)

Figure� 5.�
Diamond� Cables

(knittingkingdom.com)

치를 번갈아가며 땋거나 엮는 형태로 제작하는 것이다 또한 . 

호스슈즈 편자 형 케이블(horseshoes, ) (Figure 4 은 반복적인 )

말발굽 편자 패턴 혹은 거울에 비친 것과 같이 좌우에 두 , 

개의 기둥 형태를 배치하여 편자 자국을 연상케 하는 패턴

의 케이블 제작 방식을 일컫는다 이 외에도 형 형 및 . O , X

여러 패턴들의 조합을 통해 다양한 기둥형 케이블 니트를 

제작할 수 있다 라인형은 여러 가닥들이 선 적인 요소로. ( )線
서 좌 우 대각선 방향으로 가로질러 이동하면서 서로 만나, 

는 끝부분에서 케이블 패턴을 생성하는 유형으로 지그재그, 

다이아몬드(Figure 5) 등 다양한 패턴을 제작할 수 있다 

(Gaughan, 2016).

케이블�니팅�관련�명칭과�패턴2.�

케이블 니팅과 관련된 대표적인 명칭으로는 지역명에서 유

래된 아란 케이블 켈틱 케이블(Aran Cable), (Celtic Cable) 

등이 있다 년대 후반부터 아일랜드 서부 해안의 아란 . 1800

제도 에서 시작된 아란 케이블 니트(Aran Islands) (Figure 6)

는 방수성과 함기성이 좋은 양모를 사용하여 주로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에게 적합하였다 년 최초의 아란 니트. 1935 , 

가 더블린의 매장에서 판매되기 시작하였고(“Knitting 

년 로버트 플라허티traditions”, 2018), 1934 (Robert 

의 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인기Flaherty) ‘Man of Aran’

를 얻으면서 아란 니트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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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Aran� Jumper,� 1936�
(Rutt, 1987, p.195)

Figure� 7.
Celtic� Motif
(ravelry.com)

Figure� 8.
Lattice� Cable� Square

(knittingpatternsgalore.com)

Figure� 9.
Aran� Honeycomb�

(knittingstitchpatterns.com)

수요와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학문적으로는 패션. 

과 니들워크 전문가인 하인즈 키에브 가 (Heinz Kiewe) 1936

년 더블린 매장에서 이를 직접 접하고 구매한 후 아란 니트

에 대한 연구가 소개되었다 켈틱 케이블 니트(Rutt, 1987). 

(Figure 7)는 오랜 역사를 지닌 복잡하고 정교한 켈틱 매듭

모양을 모티브로 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렇듯 (Celtic knot) . 

광의적 개념에서 볼 때 아란 니트 켈틱 니트 및 케이블 , ‘ ’, ‘ ’ ‘

니트 는 제작 원리 측면에서 동일한 개념으로 보아도 무방’

하다고 인식되어 현재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케이블 니트에 사용되는 수 만개 이상의 패턴은 씨족의   

상징적 역할뿐만 아니라 특정한 의미를 내포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어부의 밧줄을 모티브로 한 케이블 문양은 만선, 

과 안전을 기원하고 다이아몬드 무늬는 부 와  토지 및 , ( )富
경계를 의미하며 이끼와 씨앗 등은 풍요를 의미한다 또한, . , 

격자무늬인 라티스 케이블 은 신 종교와 결합(Lattice Cable) , 

한 인간을 의미하고 바스켓 케이블 은 대어, (Basket cable) (大
를 기원 허니콤 케이블 은 보람을 상) , (Honeycomb cable)漁

징한다 이 외에도 매듭과 거품 나무 사다리 등 다양한 무. , , 

늬들이 각각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며 조합되어 사용되었다

("Wight knitwear", 2018). 

케이블�니팅의�표현�유형III.�

본 장에서는 케이블 니팅이 적용된 제품의 사례들을 크게 

케이블 니팅 패턴과 구조 이 두 관점을 기준으로 하여 표, 

현 유형들을 분류하여 각 유형별 표현 방법과 특징들을 살

펴본다.

케이블�니팅�패턴�관점에서의�표현�유형1.�

케이블 니팅 패턴의 표현 유형은 배치와 배색 방식 및 응용 

방식 등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고 각 유형별 특징과 디, 

자인 기획시 적용 가능한 제안사항은 다음과 같다.

정형적 유형1) 

아란 케이블 스타일을 직간접적으로 재현한 정형적 유형

은 다양한 케이블 패턴을 기둥형 라인형 등을 (Formal type) , 

수직방향으로 정형적이고 규칙적인 간격과 사이즈로 배치하

여 표현한다 헤비 게이지의 텍스쳐가 강조되던 전통. (heavy) 

적인 아란 켈틱 케이블에서부터 파인 게이지의 잔잔한 , (fine) 

텍스쳐 표현에 이르기까지 실용적이고 편안한 감성의 캐주

얼에서부터 포멀한 일상복 패션소품 등 다양한 타임리스, 

니트 제품에 주로 적용되고 있다(timeless) (Figure 10-12). 

또한 고전적 유형의 니트 패브릭은 최근 리빙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쿠션 베딩 러그 등 인테리어 소품 및 업홀스, , 

용도에 이르기까지 생활 전반에서 다양하게 응(upholstery)

용되고 있다 케이블 패턴의 부조적 효과를 (Figure 13-14). 

강조하기 위해 배경이 되는 부분은 뒤 조직으로 처리하고, 

주로 아이보리 베이지 등 천연 동식물 소재의 뉴트럴 컬러, 

를 메인으로 하며 트렌드에 따라 다양한 포인트 컬러를 선

보이기도 한다 과거 아란 케이블은 패턴마다 상징적인 의미. 

를 지니고 적용되었으나 최근의 케이블 니팅 디자인에 있어, 

서는 시각적인 레이아웃이나 생산성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제품마다 스토리를 만들어 가치를 향상시키고 소비자. 

에게 관심을 끄는 최근 트렌드에 맞게 케이블 니트 제품도 

기존 케이블 패턴들의 상징적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

거나 새로운 상징적 패턴을 개발하여 스토리를 만들어 주는 

등의 시도를 한다면 기존의 다소 보편적인 이미지에서 탈피

한 고부가가치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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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Irish� Design� House�

(theirishdesignhouse.com)

Figure� 11.
Max�Mara

(vogue.co.kr)

Figure� 12.
Scott’s� Sweaters
(pinterest.co.kr)

Figure� 13.
King� Cole

(pinterest.es)

Figure� 14.
Porter,� M

(pinterest.co.kr)

Figure� 15.
J.� Jill

(pinterest.co.kr)

Figure� 16.
Michael� Kors

(pinterest.co.kr)

Figure� 17.
Townsen

(pinterest.co.kr)

Figure� 18.
Burberry

(pinterest.co.kr)

Figure� 19.
Junya�Watanabe
(pinterest.co.kr)

비정형적 유형 2)  

비정형적 유형 은 아란케이블의 규칙적인 수(Informal type)

직방향으로의 패턴 배치와는 달리 라인과 기둥의 형태 방, 

향 패턴의 조합 및 스티치 교차 등이 불규칙적이거나 자유, 

롭게 적용되어 케이블 패턴의 역동성과 변화를 강조하는 유

형이다 케이블 패턴의 좌우 라인 패턴과 스티치가 교차되는 . 

위치가 일정하지 않게 적용되거나 패턴과 배경(Figure 15), 

부분의 구분 없이 편직됨에도 불구하고 파셜 니팅(partial 

과 스티치 교차가 동시에 불규칙적으로 이뤄지면서 knitting)

케이블 하나하나가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듯한 텍스쳐 효과

를 보여 줄 수도 있다 케이블 패턴들의 방향을 (Figure 16). 

수직방향으로 규칙적이지 않게 가로 대각선 방향 혹은 비정, 

형적으로 배치하여 자유로운 방향성을 강조할 수 있고

또한 기본형의 케이블 니트 아이템을 부분적으(Figure 17), 

로 재조합하여 비정형적 형태를 만들거나 다양한 (Figure 18) 

케이블 니트 조각들을 패치워크 방식으로 연결하여 비정형

적 효과를 연출하기도 한다 이렇듯 비정형적 유(Figure 19). 

형은 원사의 물성에 따른 다양한 테스트와 철저한 사전 계

획을 통해 기존의 대중적인 아란 케이블 스타일에서 벗어나 

좀 더 트렌드에 부합하는 니트 디자인 기획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대비적 유형3) 

대비적 유형 은 케이블 패턴 부분의 색상(Contrastive type) , 

명도 재질감 등을 주변과의 대비를 통해 케이블 패턴을 강, 

조하는 유형이다 표현 방법으로는 기둥형 케이블 패턴 부분. 

을 배경 혹은 이웃하는 케이블 패턴들과 색상을 달리하여 

표현하거나 라인형 케이블 패턴에서 배경과의 대(Figure 20) 

비를 통해 패턴을 강조하는 방법이다 또 다른 (Figure 21). 

방법인 두 칼라 케이블 니트 는 케(two colored cable knit)

이블 스티치 가닥들 간에 배색 대비를 주는 방식으로 

와 같이 로프형 케이블의 양쪽 가닥 색상을 화이Figure 22

트와 블랙으로 대비시켜 언뜻 보기엔 케이블 패턴 같지 않

은 새로운 패턴으로 제작하거나 과 같이 양쪽 가Figure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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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
Belstaff

(pinterest.co.kr)

Figure� 21.
Yigal� Azrouël

(pinterest.co.kr)

Figure� 22.
Christian� Dior

(pinterest.co.kr)

Figure� 23.
Caroline� Perisho

(ravelry.com)

Figure� 24.
Pamela� Leung

(pinterest.co.kr)

Figure� 25.
Alexander� Mcqueen

(pinterest.co.kr)

Figure� 26.
Ralph� Lauren

(pinterest.co.uk)

Figure� 27.
Viktor� &� Rolf

(pinterest.co.kr)

Figure� 28.
Alexander� Mcqueen�

Menswear
(vogue.com)

Figure� 29.
FLOR

(pinterest.co.kr)

닥을 각각 두 칼라씩 배색 대비하여 로프 패턴 라인을 강조

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색상 대비를 주지 않은 채로 편직. 

한 후 케이블 패턴 부분에 호일 바인더와 금분 은분 등 기, , 

타 안료를 이용하여 프린팅이나 붓터치 등의 후가공으로 배

경과 대비시키는 방법이 있다 주로 단색에서 텍(Figure 24). 

스쳐 효과 위주로 표현하는 대부분의 케이블 니팅과 비교시, 

대비적 유형은 대비되는 색의 가짓수에 따라 부분적으로 따

로 편직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작 시간이 늘어나고 수작업을 

통한 후가공시에도 수많은 변수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하지. 

만 다양한 방식의 대비를 통해 새로운 케이블 패턴의 개발

이 가능하고 차별화된 가치를 높이는데 효과적인 유형이다.

구상적 유형4) 

구상적 유형 은 케이블 조직을 이용하여 동(Figurative type)

물이나 식물 등의 구상적인 모티브를 형상화하거나 케이블 

니트 패턴 자체를 모티브로 사용하여 다양한 텍스타일 제작

방식으로 적용하는 유형이다 예를 들어 라인형의 케이블 . , 

패턴 표현 방식에서 스티치가 교차 이동되는 지점을 스컬, 

형태에 대입하여 단순화된 스컬 패턴을 제작하거나(skull) 

기둥형의 케이블 패턴을 자유로운 방향으로 연(Figure 25), 

결하여 온몸을 휘감고 승천하는 용 의 형상을 표현(dragon)

한 것이다 로프 케이블 패턴을 도 자카드로 ((Figure 26). 2

편직한 원단으로 니트 쟈켓 스커트 등의 제품으로 완성하는, 

데 이때 스판 함유율이 서로 다른 두 원사를 이용할 경우 

편직후 엠보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케이블 (Figure 27). 

패턴을 그래픽적으로 재편집 구성하여 이미지를 프린팅한 

원단으로 제작한 블레이저 와 베딩이나 벽지 등의 (Figure 28)

리빙 제품에도 적용한 사례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케이블 . 

패턴 모티브는 터프팅 기법으로 카펫이나 러그(tufting) 

혹은 벽장식용 모자이크 타일 등으로도 다양하(Figure 29) 

게 확장 적용되고 있다. 

구상적 유형은 기본적인 케이블 패턴들마다 지닌 상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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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0.
Celine

(pinterest.co.kr)

Figure� 31.
Erludmila

(pinterest.co.kr)

Figure� 32.
Tina's� Handicraft
(pinterest.co.kr)

Figure� 33.
Fendi

(pinterest.co.kr)

Figure� 34.
Alexander�Wang
(pinterest.co.kr)

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패턴과 스토리를 적용하여 시즌에 

유행하거나 브랜드의 상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모

티브의 구상적인 형상화 표현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니트 원단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내구성 형, 

태 안정성 및 관리차원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케이블 

패턴을 모티브로 하여 자카드나 프린트 등의 기법으로 제작

하여 실용성을 높이거나 혹은 기존에 케이블 니팅이 적용되

지 않아온 공간이나 제품에 익숙하면서도 편안한 패턴 모티

브로써 적용하여 신선한 위트를 주기에 효과적이다.  

케이블�니팅�구조�관점에서의�표현�유형2.�

케이블 니팅 구조의 표현 유형은 케이블 니팅 제작과정과 

제작후에 생성되는 구조적 특성과 텍스쳐 등을 기준으로 분

류할 수 있고 각 유형별 특징과 디자인 기획시 적용 가능, 

한 제안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방적 유형 1) 

개방적 유형 은 케이블 니팅의 구조적 특성상 스(Open type)

티치가 교차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오픈 공간을 활용하여 

패턴과 공간을 강조하는 유형이다 이는 케이블 패턴의 배경. 

을 뒤 조직으로 편직하여 텍스쳐를 강조하는 보편적인 방식

과는 또 다른 케이블 패턴 강조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다. 

양한 개방적 유형 중에서 대표적인 방식으로는 케이블 패턴 

사이에 미스 조직을 적용하는 것이다 같은 로우(miss) . (row)

에서 배경부분을 미스조직으로 촘촘하게 편직하거나 케이블 

패턴 한 유닛 편직후 몇 그룹의 스티치를 건너 띄고 좌측 

혹은 우측 케이블 패턴을 편직하면서 일정한 간격으로 플로

팅 되는 실 이 지그재그로 케이블 패턴 사이(floating) (yarn)

에 남게 되는 점을 활용하는 것이다 또 다른 개(Figure 30). 

방적 유형 제작 방식으로는 케이블 패턴 내외부에 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로프형 케이블 패턴의 가운데 부분이 오픈되, 

도록 실이 플로팅 되는 부분이 없게 파셜 니팅으로 가장자

리를 깔끔하게 처리하여 타원형의 케이블과 공간 패턴을 만

들거나 배경부분 없이 같은 로우에서 스티치를 (Figure 31), 

옮기면서 오픈공간을 만들어 움푹 들어간 듯한 공간을 활용

할 수도 있다 기둥형으로 별도로 제작된 케이블 (Figure 32). 

피스 들을 반투명의 얇은 소재위에 고정하여 개방감을 (piece)

표현할 수 있고 케이블 패턴 자체를 강조하기 (Figure 33), 

보다는 케이블 니팅의 원리를 구조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유

형도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개방적 유형은 (Figure 34). 

배경을 미스나 플로팅 처리한 공간과 케이블 패턴과의 조화

를 통해 다양한 디자인 시도가 가능하나 내구성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적절한 실의 선택과 완성된 제품의 형태 안

정성에 대한 고민이 요구되는 유형이다. 

장식적 유형2) 

장식적 유형 은 케이블 교차시 생성되는 공(Decorative type)

간을 활용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케이블 니트의 장식적 효

과를 향상시키는 유형이다 표현 방법으로는 크게 니팅 자체. 

로만으로 장식적 효과를 높이는 방법과 기타 부자재 등을 

접목시키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니팅만으로 장식. , 

적 효과를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케이블 패턴을 바디부분뿐

만 아니라 넥이나 어깨 소매 손목 등 장신구가 적용될 수 , , 

있는 부위에 장식적 디테일 용도로 접목시키거나(Figure 35) 

따로 편직된 케이블 조각들을 부분적으로 덧대어 장신구를 

착용한 듯한 장식적 효과를 주는 것이다 기타 (Figure 36). 

방법으로는 케이블 패턴 위에 메탈 등 다양한 재질의 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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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
Pringles� of� Scotland

(pinterest.co.kr)

Figure� 36.
Julien� Macdonald
(pinterest.co.kr)

Figure� 37.
Laura� Biagiotti
(pinterest.co.kr)

Figure� 38.
Burberry� Prorsum
(pinterest.co.kr)

Figure� 39.
Delpozo

(pinterest.co.kr)

Figure� 40.
Johan� Ku

(pinterest.co.kr)

Figure� 41.
Sandra� Backlund

(forwardcouncil.com)

Figure� 42.
Barbara� Bui

(pinterest.co.kr)

Figure� 43.
Irina� Shaposhnikova�

(pinterest.co.kr)

Figure� 44.
Caroline� Pambakian

(pinterest.co.kr)

용 부자재를 적용하거나 스티치가 교차되면서 생(Figure 37) 

긴 케이블 사이의 공간을 활용하여 리본이나 퍼 등 장(fur) 

식용 소재를 끼워 넣기도 하고 또한 러플장식(Figure 38), , 

술장식 및 크로쉐 등 다양한 기법으로 제작한 디테일을 매

치하여 장식성을 부각시킨다 이러한 장식적 유(Figure 39). 

형은 내구성과 생산성 및 판매율을 고려할 때 다소 메리트

가 있는 표현 방식은 아닐 수도 있지만 차별화된 브랜드의 

콘셉트를 제시하고 소비자에게 주목을 끌고자 할 때 효과적

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최근 수년간 유행해온 업사이. 

클링에 있어서 우븐 소재에 비해 다소 소외되어왔던 니트 

제품의 업사이클링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도 제안된다.  

전위적 유형3) 

전위적 유형 은 다양한 방식으로 빅 케이(Avant-garde type)

블 구조와 텍스쳐 혹은 유사 케이블 니팅의 입체(big cable) 

적 효과를 이용하여 과장된 볼륨이나 텍스쳐를 적용시키는

유형이다 예를 들어 벌키한 소재를 이용해 핸드니팅으로 . , 

비대칭 불규칙적인 배치를 통해 부분적으로 사이즈가 큰 입, 

체적 케이블과 기타 기법들을 믹스 매치하거나(Figure 40) 

부분적으로 볼륨을 과장하여 케이블 니팅을 적용한 전위적

인 이미지를 표현한다 편직과 동시에 스티치를 (Figure 41). 

교차하는 일반적인 방식에서는 교차되는 간격의 범위와 재

료 및 텐션 등에 제약을 받게 된다 하지만 케이블 패턴의 . 

부조적 효과를 좀 더 자유롭게 표현하기 위해 좁고 길게 짠 

스트랩 이나 튜브 형태로 제작한 것은 땋거나 꼬아 케(strap)

이블 니팅 효과로 접목하여 전위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또한 패턴을 수직방향이 아닌 가로방향으로 (Figure 42-43). 

배치하거나 케이블 패턴의 형태를 뚜렷하게 표현하기보다는 

불규칙적인 물결이나 나무껍질 등의 부조적 텍스쳐 효과로

서 적용할 수도 있다 상업적 측면을 고려하지 (Figure 44). 

않고 디자이너의 개성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예술적

인 소프트 스컬프처럴 니트 작품이나 제품(soft sculp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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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pression� Types� of� Cable� Knitting�

Classification� Design� Proposal

Cable Knitting 

Pattern

Formal type Storytelling with symbolic pattern 

Informal type Change from formality

Contrastive type New type of cable pattern 

Figurative type Design Identity using specific motif

Cable Knitting 

Structure

Open type Experimentation with various open structure

Decorative type New way of upcycling 

Avant-garde type Artistic expression

으로 제작할 때 효과적인 유형이다.

이상 살펴본 케이블 니팅의 표현 유형별 분류와 각각의   

특징 및 적용 가능한 케이블 니트 디자인 제안에 대해 표로 

정리하면 과 같다Table 1 .

결론IV.�

본 연구는 소재와 기법 조직의 선택에서부터 제품의 완성에 , 

이르기까지 전 프로세스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경험이 요구

되는 니트 디자인 기획에 있어서 케이블 니팅과 같은 하나, 

의 기법이 어떻게 다양한 표현 유형으로 응용되는지 살펴보

고자 하였다 우선 이론적 고찰을 통해 케이블 니팅의 개념. 

과 기본 원리 케이블 니트 디자인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 , 

그리고 관련 용어와 적용되는 다양한 케이블 패턴들의 상징

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케이블 니팅의 기본 원리를 . 

바탕으로 패턴과 구조 등의 특성을 활용한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았고 케이블 니팅의 표현 유형을 케이블 니트 패턴과 , 

구조의 관점에서 분류할 수 있었다.

케이블 니팅 패턴을 기준으로 한 표현 유형은 배치와 배  

색 및 응용 방식 등에 따라 정형적 비정형적 대비적 및 구, , 

상적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고 각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정형적 유형은 다양한 케이블 패턴을 기둥형 라인  , , 

형 등 수직방향으로 대칭적이고 규칙적으로 배치한 유형으

로 전통적인 아란 니트 스타일을 재현한 듯한 실용적인 타

임리스 스타일의 니트 제품에 적용되는 유형이다 다양한 케. 

이블 패턴들을 시각적인 요소로서만 적용하기 보다는 각각

의 케이블 패턴들이 지닌 원래의 상징적 의미들을 부각시켜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방식 등의 새로운 시도가 요구된다 둘. 

째 비정형적 유형은 케이블 패턴과 방향성을 불규칙적으로 , 

적용하여 케이블 패턴의 역동성을 강조하여 다소 보편적이

고 대중적인 아란 케이블 스타일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다양

한 트렌드에 따른 니트 디자인 기획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유형이다 셋째 대비적 유형은 케이블 패턴 부분의 . , 

색의 배색을 주어 새로운 유형의 케이블 패턴을 개발하는 

유형으로 다양한 대비 방식의 실험을 통해 새로운 케이블 

패턴 개발에 효과적이다 넷째 구상적 유형은 케이블 구조. , 

를 사용하여 동식물 등의 다양한 모티브를 표현하여 상징적

인 모티브의 구상적인 형상화 표현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거

나 케이블 니트 패턴 자체를 시각적 모티브로 사용하여 제

품에 적용시키는 유형이다.

케이블 니팅 구조를 기준으로 한 표현 유형은 케이블 니  

팅 제작시 생성되는 구조적 특성과 텍스쳐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개방적 장식적 전위적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고, , , 

각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방적 유형은 케이블 교. , 

차시에 생성되는 오픈된 공간을 이용하여 새로운 구조적 패

턴과 공간을 활용하는 유형으로 케이블 패턴과 공간과의 다, 

양한 관계적 요소를 이용한 디자인 시도가 가능하다 둘째. , 

장식적 유형은 케이블 교차시 생성되는 공간을 활용한다든

지 니팅 자체 혹은 기타 장식적 재료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케이블 니트의 장식적 효과를 향상시키는 유형으

로 차별화된 브랜드의 콘셉트를 제시하고 니트 제품의 업사, 

이클링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셋째 전위적 . , 

유형은 빅 케이블 니트의 부조적 효과를 활용하여 과장된 

볼륨이나 질감을 가진 아방가르드 스타일에 적용시키는 유

형으로 디자이너나 작가의 개성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기 위

한 예술적인 니트 작품이나 제품으로 제작할 때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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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하나의 니트 기법이 어떠한 방식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으며 이를 디자인 의도에 따라 어떻게 응용할지, 

에 대한 방법론적인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 

통해 다양한 니트 및 텍스타일 기법들마다의 고유한 미적 

특성을 살린 적극적인 탐구적 응용표현에 도움이 되길 바라

고 관련 후속 연구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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