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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modern fashion industry, the application of different materials along with 

an  emotional design is emerging as an important factor stimulating consumer 

sentiment. This has led to the diversity of materials and continued active 

research on materials. Traditional Korean paper is expressed in various ways in 

the field of visual arts based on Korean sentiment and unique formative 

characteristics. Hanji costumes have been produced in various ways over the 

past 20 years utilizing Hanji's physical characteristics, showing unique surface 

texture and various techniques that differentiate them from existing fabrics, 

making it symbolic in expanding the area of fashion materials. In this work, 

various techniques were developed by utilizing the nonwoven characteristics and 

excellent variability of Hanji while considering visual images, focusing on the 

delicate decorations and materialistic representations of wedding dresses. In 

addition, minimal wedding dresses with unique textures were produced to 

realize fantasy ideas and show surface aesthetics, confirming as a fashion 

material different from that of existing wedding dresses. The direction of high 

value-added creation for the industrialization and globalization of Hanji wedding 

dresses was presented, and the usefulness and scalability of Hanji materials for 

practical and industrialization were identified in materials that expressed visual 

art. To in the fashion industry, which is changing in both the wedding industry 

and the global market, the development of materials with high sensitivity 

images and original and solid identity should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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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최근 가치소비에 대한 인식이 소비심리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패션에서도 소비자의 가치소비를 위해 감성적 측면을 . 

충족시키는 디자인과 함께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부분이 소

재의 선정이다 소재 자체가 지니는 물성을 이해하면서 다양. 

한 소재로 독특한 재질감을 표현하는 것이 소비심리를 자극

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통 . 

소재인 한지를 패션 소재에 접목시키려는 시도는 한국적 정

서를 내포하면서 새로운 표현 기법을 통한 독특한 질감의 

표현으로 한국 고유의 차별화된 소재 영역의 확장이라는 상

징적인 의미를 갖게 한다. 

한지는 천연 셀룰로오스로 조성되어 부직포의 특성과 물에 

의한 가변성으로 표면의 형질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유연성, 

강도 마찰 견뢰도 등에 있어 일반 종이와 직물의 중간적인 , 

물성을 가진다 그뿐만 아니라 한지의 고유한 특성 그 자체. 

만으로 시각 예술 소재로써 조형적 효과를 나타내며 다양한 

재료와의 융합을 통해 독특한 재질감을 보여주기에 좋은 소

재이다.

한지의상은 무대공연의상 패션쇼 전시회 등 예술성을 기  , , 

반 한 작품 위주의 의상들이 연구되고 있다 따라서 한지의 . 

사용은 웨딩드레스처럼 일회성을 띄는 이벤트 의상으로 실

루엣의 구성보다 섬세한 장식과 재질감을 주로 표현하는 의

복 구성에 적합하다 또한 한지로 제작한 웨딩드레스는 한지. 

의 물성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변형을 시도하고 표현 기

법을 연구하여 기존의 웨딩드레스 소재와 차별화를 통해 독

특한 재질감 표현의 다양한 스타일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지의 다양한 표현 효과는 소재 표현에 있어 심미성

을 높여 환상성이 구현된 웨딩드레스를 제작할 수 있을 것

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패션과 웨딩산업에서도 일반적 . 

소재에서 탈피하고 세계화를 모색할 수 있는 다각적인 넓은 

시각으로 소재에 접근하는 계기를 갖게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지의 물성을 바탕으로 한지만의 독특  

한 소재 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한 미니멀 웨딩드레스를 

제작하여 소재 개발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 웨딩드레스 선택에서 기존 웨딩. 

드레스와 차별화된 소재 중심적 디자인과 독창적 소재의 개

발이 경쟁력을 갖추면서 패션 소재로서의 가치 확립과 웨딩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한지 웨딩드레스 산업화를 위한 고

부가가치 창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 방법 및 범위는 관련 선행연구와 전문서적 등을 통  

해 한지의 물성을 바탕으로 특성을 살펴보고 연구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년대 이후 발표된 선행 논문 작품도록 인2000 , , 

터넷 자료 등을 중심으로 한지의상에 나타난 소재 표현 기

법을 분석하여 이론적 고찰을 한다 웨딩드레스를 위한 한지 . 

소재 표현 기법을 연구하기 위해 웨딩드레스 소재의 특징을 

살펴보고 제작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한지의 특성을 이용

하여 재질감을 표현한 총 개의 기법을 개발한다 그리고 3 . 

개발한 한지 소재 기법을 적용한 미니멀 웨딩드레스를 제작

하여 소재의 독창성을 확인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한지 소재 

개발의 연구적 가치를 보여주고자 한다.

이론적�배경II.�

1. 한지의�역사와�물적�특성

종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유용하고 혁신적인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다 종이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근거를 추론해 보았. 

을 때 한지 원료의 닥 이라는 음으로 세기경에 제지원료로‘ ‘ 2

서 제지술과 함께 전해졌고 이후 중국의 뎌 라는 발음이 다‘ ‘

시 전해져 의 음으로 우리나라에 정착하게 된 것으로 보’ ‘楮
고 있다 우리나라의 종이 제지술은 중국 (Jeong, 1998). 105

년경 채륜 에 의해 전해졌으나 이후 중국보다 뛰어난 ( )蔡倫
종이를 만들었고 일본에 제지술을 전수할 만큼 우리만의 고

유한 독자적인 제지법을 개발하였다 우리의 독립적 기술로 . 

만든 한지는 발굴된 유물을 통해서 확인된다 세기 이전의 . 7

묘법연화경 과 무구정과대다라니경( ) (妙法蓮華經 無垢淨光大
세기 중반 신라 경덕왕 년의 화엄경), 8 13 ( )陀羅尼經 華嚴經

은 모두 중국의 기법과 다른 고해 방법으로 한지를 ( ) 叩解
만들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증거이다(Jeon, 2012). 이것 

은 역사적으로 한지가 제지 과정에서 차별화된 기술을 보유

하고 있으며 한지의 물성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역사적으로 불교문화와 인쇄술이 발달된 고려 시대는 각종 

서적을 편찬하면서 종이 수요가 증가되어 나라에서 닥나무 

재배를 권장하고 각 지역에 지소 룰 두어 질 좋은 한( )紙所
지의 생산 조건을 만들며 한지의 발전과 성행이 이뤄진 시

기이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전국에 한지의 주원료인 닥나무 . 

재배 조건이 가능하다는 점과 대체로 쉽게 원료 수급이 원

활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지의 도입 초기에는 주로 . 

마섬유를 원료로 만들었고 닥나무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고

려시대에는 닥섬유를 주 한지원료로 사용했으며 조선시대에

는 닥섬유를 비롯해 뽕나무와 심지어 이끼 볏짚 등 다양한 , 

재료를 사용했다(Jeon, 2012). 조선시대에 들어와 여러 가지  

원료를 사용해 한지의 품질이 다양화되었지만 임진왜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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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Average� Fiber� Length� (mm)

Type Paper� Mulberry Paper� Bush Needle-leaf� tree Broad-leaf� tree

Fiber length 8.2 7.0 3.0 1.2

(Lee, 2002, p.230)

기점으로 국가의 재정이 바닥나 지장에 대한 보호 육성이 

사라져 한지 제지술의 전통은 기술적 퇴보를 맞게 된다

이후 한지의 제지술은 기술 전수를 통해 맥을 (Park, 2020). 

이어왔지만 고종 년 경 서양 종이가 유입되면서 더욱 쇠21

퇴하였다 그러나 년대에 들어와 우리의 전통을 계승하. 2000

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 이슈를 불러일으키며 

한지에 대한 재조명이 시작됐다 현재는 한지산업에 대한 국. 

가적 지원으로 나라를 대표하는 콘텐츠로써 전통공예 건축, , 

패션의류 관광 상품 등 다양한 산업 전반에 기반을 두고 , 

있다.

한지의 특성은 종이의 원료 차이와 제조하는 과정에서 찾  

아볼 수 있다 삼지닥을 종이의 주원료로 사용하는 중국의 . 

선지 일본의 화지와 비교했을 때 우리 한지의 우수성을 ,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삼지닥에 비해 참 닥나무의 섬Table 2

유길이가 길다는 것이다 닥섬유는 천연 셀룰로오스로 구성. 

된 식물성 섬유이며 섬유길이가 긴 인피섬유이다 역사적으. 

로 한지의 주원료 닥나무는 우리나라에서 재배 환경이 좋아 

전국에 닥나무를 심고 원료를 공급하게 했는데 이것은 종이

의 원료가 물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

이다 장섬유인 닥섬유와 단섬유 혼합에 따른 한지의 물리적 . 

성질 비교를 통해서 닥섬유의 비율이 높을수록 밀도는 적으

나 투기 도는 높고 열단 장 파열강도 인열 강도가 높았으, , 

며 특히 내 절도가 높아 질기면서 유연한 성질을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목재펄프를 사용하는 양(Kang & Ju, 2005). 

지는 년에 작센의 직조공이었던 켈러 가 나무를 1844 (Keller)

원료로 한 펄프 제조과정을 특허로 등록하면서(Pierre, 

전 세계 종이 시장을 장악하게 되었다 이때가 1999/2000) . 

서양 종이와 동양 종이로 나뉘는 시점으로도 볼 수 있는데 

양지는 단 섬유로 밀도는 높으나 기계 생산 방식으로 한 방

향으로만 힘을 받아 강도가 떨어져 쉽게 찢어지고 물에 약

한 점이 있다.

닥섬유를 한지 원료로 고집하기 위해서 우리만의 독자적  

인 제지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다 섬유를 갈 . 

거나 자르지 않고 두드리는 고해 방법으로 섬유에 손상을 

최소화시켜 길이가 긴 장 섬유를 유지하게 하면서 장섬유의 

결속력을 보완하기 위해 황촉규 뿌리에서 얻어지는 닥풀

을 초지 시 첨가했다 닥풀은 섬유를 결합시키는 점액질 역. 

할로 응집력을 높여 균일한 두께의 부드럽고 윤기 있는 한

지를 생산하게 했다 또한. 닥나무 표면에 미끈거리는 리그닌 

식물 성분을 잘 제거했을 때 조직 자체의 강도가 (lignin) 

뛰어나 섬유의 결합도 강하여 질긴 종이와 변색에 강한 종

이를 만들 수 있었다(Lee, 2002).

특히 한지는 뛰어난 내구성의 특징인 보존성으로 세계적   

관심을 받았는데 출토 유물에서 나온 한지를 통해 년이 1200

넘는 보존성을 증명했다 보존 기간을 좌우하는 것은 한지를 . 

중성지로 만든 것에 기인하는데 제조 과정에서 닥나무 표피

를 알칼리성 잿물에 삶아 표백하고 흐르는 물에 세척하여 

를 낮추고 중성인 닥풀에 담가 한지를 떴을 때 완성된 pH

한지는 를 띄게 되면서 중성지로 만들어지는 것이pH 7.89

다 반면 양지는 (Jung & Yoon, 1999). pH 의 강pH4~5.5

한 산성을 띄고 있어 서서히 산 가수분해로 종이가 분해되

어 최대 년 정도의 짧은 보존 기간을 갖는다200 .

또한 한지는 닥섬유가 현탁 상태에서 우리 전통 초  ( ) 懸濁
지법인 발을 이용한 외발뜨기로 방향성 없이 사방으로 질긴 

성질을 갖게 한다 동시에 발에 얹어지는 섬유 양에 따라 . 

한지의 두께를 조절했으며 면의 형태인 부직포 의 ( )不織布
모습을 띤다 그리고 고른 면을 형성하기 위해 생지 에 . ( )生紙
나무망치나 방망이로 두드려 가공하는 도침 법은 평( ) 生紙
활성이 좋은 한지를 만들기 위해 고안된 후 가공법이다 도. 

침에 의한 한지의 물성 변화의 연구에서 도침 전과 후의 평

활도는 각각 와 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도침1.1(sec) 7.1(sec)

의 역할로 평평하고 고른 한지가 만들어지고 그 위에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려낼 수 있게 했다(Kim, 2001).

한지는 원료와 제지 과정에서 추가되는 첨가제까지 천연   

재료를 사용하는 친환경 소재다 대마와 한지의 품질특성 시. 

험 결과에 따르면 한지는 연소속도가 대마보다 월등히 빠르

고 가스 분출량도 일산화탄소 기준치 이내일 때 한600ppm 

지는 으로 기록되어 대기오염도 허용 기준치에 안정575ppm

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분해도도 삼베보다 일 기준 . 60

의 진행 속도를 보여 배 정도 빠른 속도를 나타내55% 4~5

어 환경 친화적 소재임을 확인 시켰다(Jeon, 2012).

한지의 물성 고찰을 통해서 한지의 특성을 정리 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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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강한 성질이다 닥섬유는 장섬유로써 고해와 닥풀을 , . 

첨가하고 외발뜨기의 제지기술로 견고하고 유연한 성질과 

사방으로 질기면서 강인한 물성을 지닌다 이것은 한지를 의. 

상으로 제작할 때 봉제가 가능하고 물에 의한 가변성이 좋

아 특유의 질감 표현을 드러내기에 매우 유용하다 둘째 도. , 

침 가공으로 인한 평활성의 특징이다 생지를 도침법으로 후. 

가공하여 섬유질이 고르면서 매끄러운 상태를 보이는 한지

를 만들어낸다 붓의 사용이 용이하여 글씨 그림을 그리기. , 

에 좋고 인쇄 적성을 높이는 데에도 영향을 주어 의복 구성

에 매우 다양한 효과를 줄 수 있다. 

셋째 흡수성의 특징을 가진다 한지는 물에 예민한 반응  , . 

을 보이지만 다양한 회화 재료를 받아들이면서 재료마다의 

우연한 효과를 잘 살려내고 염색성이 좋아 천연 염색 화학, 

염색 모두 가능하여 의상 제작 시 다양한 색채감을 표현할 

수 있다 넷째 보존성이다 한지의 보존성은 중성지라는 점. , . 

을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시켰다 이것은 중요한 역사적 기록. 

을 복원하거나 귀한 유물을 보관하는데 중요한 소재로 활용

될 수 있다 다섯째 면의 형태의 부직포이다 한지는 부족. , . 

포의 모습을 갖고 있어 기록을 하거나 그림 인쇄에도 매우 , 

용이하지만 단면이 풀리지 않아서 의상 제작의 소재 표현을 

확장시켜주는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예술적 표현 . 

재로로 쓰임의 영역을 확대해서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 이외에도 친환경성 통기성 보온성 등의 특징을 . , , 

가지며 조형성이 우수하다 한지와 닥섬유를 압축 응축 팽. , , 

창과 같은 물리적 작용을 통해서 입체적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 이처럼 다양한 변형의 가능성은 다른 재료와의 융화를 . 

통해 더 많은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한지의 특성을 활용하게 

만든다.

따라서 한지는 견고하고 질긴 강한 성질 유연하면서 부  , 

드러운 촉감 부직포로 다양한 오브제를 표현할 수 있는 형, 

태 다른 재료와의 조화가 뛰어나고 조형성이 우수한 친환경 , 

소재이다 이러한 물성들은 한지 소재로 의복을 구성할 때 . 

매우 중요한 특성이며 질적 우수성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봉

제와 시각적 표현력을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는 소재의 변

화를 이끌어 낸다 이것은 . 강도와 내구성이 낮아 다양한 재

질적 표현과 봉제 등을 하기 에는 제약이 있는 양지와 차별

화가 되며 그만큼 의복 구성에 있어 한지 소재가 유리하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식물은 종이의 원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 

한지는 닥나무를 원료로 선택하고 고유한 제지기술을 확보

한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물성을 가

진 종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 시켰다. 

한지의상에�나타난�표현�기법�특징2.�

한지는 종이라는 고정관념과 소재가 지니는 한계성을 뛰어

넘기 위해 의상으로 제작하는데 많은 연구가 거듭되었다 연. 

구의 바탕에는 한지의 물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서 출발한다 한지의 물성 고찰을 통해 도출한 한지의 특성. 

은 의상을 제작하는데 유용함이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 

강한 성질과 유연함 염색성 부직포 형태 물리적 힘에 의, , , , 

한 변형 물에 의한 가변성 등을 통해 시각적으로 의도하는 , 

표현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 2000

년 이후 디자이너와 작가들에 의해 연구되고 있는 한지의상

을 살펴보면서 한지를 소재로 표현한 기법들을 분석하고 그 

특징을 도출하여 본 연구의 웨딩드레스 제작을 위한 소재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한지는 주로 장 문갑 화장대 요강 안경집  , , , , , 

우산 등 생활용품과 벽지 창호지 장판지 등 집을 보호하는 , , 

건축 재료로 사용되었다 의복의 소재로도 사용된 사례로 조. 

선조 인조대왕 때 겨울철 추운 관북지방 백성들에게 저고리 

벌과 낙폭지 장을 보내 옷을 지어 입게 했다는 기록500 400

이 있다 한지가 보온성이 우수하여 겨울철 귀(Cho, 1989). 

한 솜 대신 한지를 충전재로 옷을 지어 착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불가에서 천도식을 행할 때 종이로 만든 영가. 

의 옷을 사용했으며 염습할 때는 죽은 사람에게 의복으로 , 

수의 로 입혔고 흡수성의 장점을 살려 비 올 때는 한( ) , 壽衣
지에 기름을 먹인 지유삼 을 입었다( ) (Lim & Sang, 紙油衫

또한 군사들이 착용했던 종이로 만든 갑옷은 1996). 6cm 

정사각형으로 자른 종이를 여러 겹 겹쳐 놓고 녹피로 엮은 

후 흑칠을 해서 만든 것으로 화살을 방호했지만 임진왜란 

이후 등장한 조총이 들어오면서 자취를 감췄다(Kim, 1988)

서양에서는 세기 말부터 미국이나 유럽에서 셔츠의 칼  19

라나 커프스를 종이로 값싸게 만들어 일회용으로 사용하게 

했으며 년대에는 예술 사조의 흐름과 맞물려 옵아트 무1960

늬를 프린팅 한 종이 원피스를 상용화하여 다양한 디자인을 

판매했다 종이는 간편하고 실용적이 기능을 갖(Kim, 2011). 

추었지만 산업화에는 종이 소재의 한계성으로 인해 시판하

는 의상은 점점 사라지고 종이의 질감과 비슷한 실용적 소

재들이 등장했다 이후 종이는 많은 작가들에 의해 예술적 . 

작품 소재로 미의식을 표현하며 다채롭게 사용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한지의상은 서양처럼 예술작품에 초점이   

맞춰있다 무대공연 의상으로 연극 연주회 그리고 패션쇼 . , 

등 예술성을 내재하는 작품 의상으로 한지 소재가 활용되고 

있다 년대 들어 아트 의상 분야에 종이가 활용 작품들.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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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등장하면서 년 전주에서 전주한지패션쇼 가 개최되1998 ‘ ’

어 현재는 세계작가들이 참여하는 전주국제한지패션쇼 로 ‘ ’

성장했다. 이외에 신진디자이너를 발굴하기 위한 ‘한지패션디

자인경진대회 와’  ‘한지코스프레패션쇼 도 해마다 개최되어 출’

품되는 한지의상을 통해 소재의 무한함을 보여주고 있다 여. 

기에 한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Table� 2.� Classification� of� Expression� Techniques� for� Hanji� Clothing

Technique� Hanji� Clothing Characteristic

Dyeing

Painting

Figure� 1.�
Hanji� Dress� 1,� 2007

(www.cfa.or.kr)

Figure� 2.�
Hanji� Dress� 2,� 2010

(www.cfa.or.kr)

Figure� 3.
Hanji� Dress� 3,� 2004

(www.cfa.or.kr)

Simplicity

contingency

Diversity

historicity

Practicality

Jumchi 

technique

Figure� 4.
Hanji� Dress� 4,� 2011

(www.cfa.or.kr)

Figure� 5.�
Hanji� Dress� 5,� 2003

(www.cfa.or.kr)

Figure� 6.�
Hanji� Dress� 6,� 2008

(taken by the author)

tradition

handicraft

Deformability

Three-dimensional

Decorative

Figure� 7.�
Hanji� Dress� 7

(Kim, 2006, p.72)

Figure� 8.�
Hanji� Dress� 8,� 2006

(www.cfa.or.kr)

Figure� 9.�
Hanji� Dress� 9,� 2010

(www.cfa.or.kr)

Three-dimensional

Delicate

Fantastic

Repeatability

Formative

Cutting

Figure� 10.�
Hanji� Dress� 10,� 2003

(www.cfa.or.kr)

Figure� 11.�
Hanji� Dress� 11

(Jeon, 2012, p.73)

Figure� 12.�
Hanji� Dress� 12,� 2002

(www.cfa.or.kr)

Repeatability

Simplicity

Fantastic

 

왔는데 년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에서 닥나무에서 뽑아낸 2005 ‘ ’

실을 면 실크 등과 교직하여 한지 섬유를 개발하였다 한지, . 

사 대량화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한지사 섬유가 산업화로 확

장될 수 있도록 많은 시도가 이뤄졌다 이것은 수공예적인 . 

한지가 소수 영역에서 활용되는 한계성을 넘어 국내는 물론 

세계에 한지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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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inued

Technique� Hanji� Clothing Characteristic

Sewing

Figure� 13.�
Hanji� Dress� 13

(Kim, 2005, p.132)

Figure� 14.�
Hanji� Dress� 14,� 2010

(www.cfa.or.kr)

Figure� 15.�
Hanji� Dress� 15,� 2001

(www.cfa.or.kr)

Practicality

Flexibility

Durability

Neat

Figure� 16.�
Hanji� Dress� 16

(Kim, 2006, p.87)

Figure� 17.�
Hanji� Dress� 17,� 2004

(www.cfa.or.kr)

Figure� 18.�
Hanji� Dress� 18,� 2002

(www.cfa.or.kr)

Practicality

Flexibility

Durability

Functional

Weaving

Figure� 19.�
Hanji� Dress� 19,� 2006

(www.cfa.or.kr)

Figure� 20.�
Hanji� Dress� 20,� 2003

(www.cfa.or.kr)

Figure� 21.�
Hanji� Dress� 21,� 2001

(www.cfa.or.kr)

Practicality

Flexibility

Durability

Functional

Realism

Paper 

mulberry 

shell

Figure� 22.�
Hanji� Dress� 22,� 2009

(www.cfa.or.kr)

Figure� 23.�
Hanji� Dress� 23

(Kim, 2006, p.78)

Figure� 24.�
Hanji� Dress� 24,� 2007

(www.cfa.or.kr)

Coincidence

Fantastic

Stereotactic

Originality

Hanji yarn 

fabric

Figure� 25.�
Hanji� Dress� 25

(Jo, 2021, p.101)

Figure� 26.� Hanji� Denim,�
Osaka� Collection� 2017� S/S�
(www.fashionseoul.com)

Figure� 27.� Hanji� Denim.�
Chanel-Dallas� Show,� 2014

(www.fashion.com)

Modern

Sensory

Useful

Convenient

Tr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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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작품들은 순수한지로 제작된 한지의상을 중심으로 수  

집하고 소재 기법 별로 분류하였다 공통적으로 대부분의 한. 

지 의상에서 흡수성이 우수한 한지의 특성을 활용하여 접기, 

홀치기 뿌리기 등 여러 가지 염색기법이 적용되어 다양한 , 

색채로 표현되었다 한지의 염색은 직물보다 간편하면서도 . 

색의 우연한 효과를 줄 수 있어 한지 의상 제작에서 많이 

활용되고 나타났다. 

회화 기법처럼 한지에 직접 그림을 그리거나 인쇄를 해서   

사실적 이미지를 표현하기도 했다 여러 겹의 한지를 물에 . 

적신 후 힘을 가해 단단하고 질긴 한지 만들어 잔잔한 구김

의 효과를 자연스럽게 표현한 줌치 기법은 전통공예 기법을 

현대적 감각으로 표현하면서 고유한 한지의 미를 보여 준다. 

러플 주름 꼬임과 같은 장식기법은 입체적이고 조형적인   , , 

오브제를 표현하는데 적용되었고 절단면이 풀리지 않는 한

지의 부직포 특성을 이용하여 칼이나 가위로 자르거나 오려

서 반복적인 문양을 표현하여 환상성을 나타냈다. 

봉제 방법을 선택해서 솜을 대고 누비거나 박음질 선들의   

교차를 통해 유연성을 향상시키기도 하고 염색 한지를 층층

이 겹쳐 여러 가지 색채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며 기능성을 

강조했다. 

니트 기법은 먼저 한지를 꼬아서 지사로 만든 후 니팅을   

해서 자연스러운 곡선의 의상을 구성하는데 활용되어 유연

성과 실용성의 특징을 나타냈다. 

직조 기법은 한지를 위사로 넣어 수식기로 제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색상과 무늬를 표현할 수 있어 다양한 이미지의 

표현이 가능하게 했으며 제직을 통해 내구성을 향상시킨 실

용적인 소재이다 또한 닥나무 껍질을 표백한 시판용 닥피를 . 

활용하여 염색 장식 등 다양하게 표현되면서 한지와 또 다, 

른 재질감의 독특한 시각적 효과를 나타내며 입체적이고 환

상적 특징을 보여준다.

한지사 섬유를 이용한 는 마크라메 기법을 이용  Figure 25

하여 정교한 매듭의 조화가 프린지 디테일을 표현하면서 감

각적이고 트렌디한 감성을 보여준다 각각의 . Figure 26, 27 

한지 데님은 한지사 섬유의 강한 성질과 내구성을 보여주고 

실용적인 특징을 나타냈다 특히 의 한지 데님은 . Figure 27

국내 패션 브랜드 트로아 의 한지사 섬유를 이용하여 (Tora)

샤넬의 컬렉션에 선보이면서 한지사 섬유가 세계적Pre-fall 

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최근 한지사 섬유는 지속가능한 친환. 

경 소재로 스포츠웨어 아웃도어 등과 같은 자연친화적 콘셉, 

트를 지향하는 브랜드에서 이벤트성 제품으로도 출시되어 

패션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작품들은 한 가지 또는 그 이상 기법들이   

중첩되어 한 의상에 여러 가지를 담아내기도 했다 그리고 . 

한지를 활용한 소재의 특징들은 매우 다양하며 소재의 표현 

방식은 무한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표. 

현 기법의 다양함은 작품을 통해 한지 소재가 지니는 고유

성을 확보하면서 물성을 활용한 다양한 표현들을 하게 만드

는 동기와 가치를 부여한다 하지만 한지 의상의 실용화에 . 

대한 고민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런 의미에서 웨딩드레스. 

는 일회성의 특수성을 갖고 있어 예술작품으로도 실용 의상

으로도 충분한 연구 대상이 된다 따라서 웨딩드레스 소재 . 

연구는 본 장에서 살펴본 소재 표현 기법에 대한 고찰을 바

탕으로 웨딩드레스의 장식적이고 섬세한 재질감 표현에 적

용될 수 있는 차별화된 소재 연구가 되어야 한다.

웨딩드레스�제작을�위한�한지�소재�개발III.�

웨딩드레스�소재의�특징1.�

세기 이후 등장한 웨딩드레스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화19

이트 컬러의 웨딩드레스이다 화이트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 

을 표현하는 웨딩드레스의 컬러라고도 할 수 있으며 순수, 

순결 깨끗함 새로움 등의 이미지가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 , 

부의 상징적 이미지와도 부합된다 다만 컬러가 다채롭지 않. 

더라도 소재에 따라 느껴지는 감성과 재질감이 다르기 때문

에 다양한 직물의 소재 연구가 그 시대의 결혼문화와 소비

자 성향에 따라서 더욱 요구되고 있다.

웨딩드레스의 기본적 소재는 실크가 가장 많고 실크의 겉  

면을 가공한 소재 그리고 레이온과 같은 인조섬유 등으로 , 

분류할 수 있다 각 소재별로 표현되는 광택 무게감 부드. , , 

러움 뻣뻣함 입체감 문양감 등 소재의 특징은 디자인 실, , , 

루엣과 추구하는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데 웨딩드레스를 대

표하는 소재의 종류 질감 이미지로 분류하여 특징을 살펴, , 

보고자 한다.

타프타  ( 는 표면을 코팅 가공한 소재로 약간의 뻣Taffeta)

뻣하고 바삭바삭한 촉감이 있어 볼륨감 있는 실루엣에도 많

이 사용되며 착용 후 관리가 용이하고 조명이 비치는 방향

에 따라 표현되는 광택이 다르다는 것이 흥미롭다 새틴. 

은 씨실과 날실 중 한쪽 방향만 광택을 넣어 재직한 (Satin)

소재로 조직의 밀도감이 높고 약간의 무게감과 은은한 광택

감이 표현되는 특징이 있다. 

미카도 는 새틴보다 두껍고 무게감이 있어 가을  (Mikado) , 

겨울에 주로 사용되며 광택감이 좋다 타프타 새틴 미카도. , , 

는 고급스러운 광택감과 매끄럽고 부드러운 실루엣에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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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며 클래식하고 우아함 단아함 등의 이미지를 갖는 소, 

재이다. 

도비 는 광택이 적고 얇고 가벼운 소재이며 유연하  (Dobi)

고 부드러우며 투명함을 띄는 시폰 과 봄 여름에 (Chiffon) , 

주로 사용되는 소재다 드레이프성이 좋은 도비와 시폰은 우. 

아함과 세련된 이미지를 주기도 하고 디자인에 따라 순진하

고 산뜻한 느낌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튤 과 오간자 는 인조섬유로 구멍이 있는   (Tulle) (Organza)

그물처럼 만든 망사 구조를 보이며 가볍고 뻣뻣하면서 촉감, 

의 특징이 있다 속이 비칠 정도로 얇아 여러 겹 겹쳐서 볼. 

륨감 있는 실루엣과 러플 프릴 등 장식적 효과에 활용할 , 

때가 많고 밝고 순수함과 발랄함 귀여운 이미지를 갖는다, , . 

레이스 는 실을 꼬아가면서 다양하고 복잡한 무늬를 (Lace)

형성하는 소재로 거칠고 입체적인 촉감과 시각적 효과를 나

Table� 3.� Texture� and� Visual� Image� of� the�Wedding� Dress�Material

�Material Texture Visual� Image

Taffeta
The surface is coated and has a stiff, crunchy touch and 

glossiness

Luxury

elegance

classic
Satin High density and smooth, with slight stiffness and glossiness

Mikado It is thicker than satin and has a sense of weight and gloss

Dobi Thin, light and soft, but low gloss Elegant

stylish

innocent 

neatChiffon Transparent, matte, flexible and soft 

Tulle Made of a net-like mesh material, light and transparent Clear  

transparent

youthful

bright

cuteOrganza Thin, transparent, stiff and rough to the touch

Lace
Expresses complex and diverse patterns, and has rough and 

curved lines Gorgeous

sexy

elegance

feminine

stylishBiz

Decorated by embroidered with beads, sequins, etc. on the 

fabric to give it a shiny, colorful, three-dimensional and volume 

sense

(Lee, 2020, pp.14-18) 

타낸다 비즈 원단에 구슬 스팽글 등 장식 재료를 이용. (Biz) , 

해 수를 놓아 화려하게 장식하여 입체감과 볼륨감의 특징이 

있다 레이스와 비즈는 화려하면서 섹시함 우아하면서 여성. , 

스러움을 표현할 수 있는 소재이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웨딩드레스의 소재별 특징과   Table 2

시각적 감각적 질감 이미지를 살펴보면서 소재의 질감에서 , 

나타내는 이미지가 다양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디자인 이미

지에 따라 소재는 다양하게 변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

인했다.

따라서 기존 웨딩드레스 제작에 사용되는 소재와 차별화  

되는 한지 소재 연구를 위해서는 질감에서 표현되는 다양한 

시각적 감각적 이미지를 고려하는 것이 연구에 선행되어야 ,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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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소재�표현�기법�연구2.�

한지의 특성을 활용한 한지의상을 살펴보면서 한지 소재가 

일반적 패션 소재와는 다른 수요층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

성이 확인되었다 다만 한지가 예술적 가치를 담아내는 훌륭. 

한 소재임은 분명하나 예술작품을 넘어 실용 의상을 위해서

는 다양한 시각의 폭넓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패션 소재뿐 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지속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소재 영역의 확장을 통

해 우리만의 고유한 문화콘텐츠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

회가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회성의 특수복 형태를 지닌 웨딩드  

레스의 소재로 사용될 수 있는 소재 표현 기법을 개발하여 

상용화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한다 기존의 웨딩드레. 

스 소재를 대체하는 의미가 아닌 한지의 물성을 바탕으로 

기법의 적용에 따라 웨딩드레스 구성이 가능한 소재 표현 

연구를 실시한다 그리고 웨딩드레스 소재 시장에서 독립적. 

이고 차별화된 소재로써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시각적 감각적 , 

질감이 주는 이미지를 고려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실줌치 기법1) 

한지 공예 기법 중 줌치 공예는 두 겹의 한지를 물에 적셔

서 비비고 두드려 서로 맞닿은 섬유소가 엉기면서 한 겹의 

한지를 만들어 가는데 습윤 상태의 한지에 외압을 가하면서 

결합되는 가변성을 이용한 기법이다 예로부터 가죽 대용으. 

로 종이 지갑 주머니 등에 활용되었고 최근에는 특유의 재, 

질감과 우수한 내구성의 장점을 부각시켜 한지 의상과 패션 

소품 등에 사용되고 있다. 

실줌치 기법은 전통 방식의 줌치 제작 과정에 앞서 봉제  

Table� 4.� Yarn� Jumchi� Technique� Study

Put several sheets of Hanji 

on top of each other and 

sew them on the surface.

After soaking in water, make 

a hole between the seams 

with your hand and rub.
Iron after drying

Complete the thread Yarn 

Jumchi  technique

(all pictures taken by authors)

를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장의 한지를 겹쳐놓고 표. 3~4 

면에 봉제를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실은 면사 또는 일반 봉

제사를 사용한다 여기에서 박음질 선들이 교차를 통해 형성. 

되는 공간은 실줌치 기법이 기존 줌치 기법과 차별화를 이

루는데 불규칙한 박음질 선들은 줌치를 하면서 발생하는 변

형들이 우연의 효과 나타낸다 반면 규칙적인 박음질 선들은 . 

교차하면서 형성되는 공간을 칼로 커팅 하면서 의도하는 문

양들을 보여줄 수 있어 다양한 표현이 가능했다 이것은 박. 

음질 선들이 물에 의한 한지의 가변성을 보여주는 효과를 

다양화할 수 있었으며 실과 결합한 한지는 강도가 높아지고 

유연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줌치 기법이 . 

적용된 한지의 중량 차이를 비교했을 때 중량이 높을수록 

강도는 증가됐으나 유연성은 떨어졌고 중량이 낮을수록 섬

유소들의 결합력이 많아 자연스러운 표현력과 유연성이 좋

아 중량이 낮은 한지가 줌치 기법을 하기 에는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줌치 기법은 의도하는 봉제 선에 따라 형성되는 문양  , 

그리고 한지의 섬유소들이 물과 힘에 의한 마찰로 나타나는 

표면의 자잘한 구김 효과의 재질감들은 웨딩드레스 소재의 

타프타와 레이스가 혼합된 느낌을 갖게 한다 다만 소재 자. 

체에서 부여되는 광택이 없기 때문에 디자인의 필요에 따라 

장식 재료들을 활용한다면 화려하고 반짝거리는 효과를 통

해 표면적 심미성 향상을 보여줄 수 있다.

따라서 실줌치 기법은 웨딩드레스 제작을 위한 소재 개발  

에 있어 봉제를 적용함에 따라 규칙적인 문양과 불규칙한 

문양 표현이 모두 가능했다 그리고 중량이 낮은 한지를 사. 

용하여 내구성을 높이고 유연성과 강도가 부여되어 웨딩드

레스 제작을 위한 소재 표현으로 다양하게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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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Yarn� Jumchi� Weight� Comparison� for� Making

In the case of 45g Hanji, the composition of the 

expression of a pattern of Yarn Jumchi is not natural and 

the degree of completion is somewhat inferior.

In the case of 27g Hanji, the composition of the 

expression of a pattern is natural and clear.

(all pictures taken by authors)

적층 기법2) 

적층 기법은 두 가지 이상의 재료가 층을 이루면서 봉제, 

바느질 등의 기능을 접목시켜 하나의 소재를 만들어가는 방

법으로 다양한 표현의 연출 효과를 줄 수 있다 웨딩드레스. 

에 적용될 수 있는 소재 개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질감

의 시각적 감각적 표현인데 적층 기법을 통해 차별화된 심, 

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망사 구조 표면의 닥피와 은은하

면서 고급스러운 광택을 발산하는 진주를 사용했다.

닥피는 닥나무 껍질을 벗기고 껍질을 섬유화하지 않은 상  

태를 말린 것을 말하는데 시판되고 있는 닥피는 표백을 한 

닥피를 주로 사용하며 건조된 상태에서 매우 뻣뻣하고 두께

감이 있어서 닥피를 활용하는 의도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닥피를 활용한 의상들의 사례를 통해서도 . 

입체감과 볼륨감을 주면서 조형성을 가미하는 디자인에 주

로 사용되고 섬유질의 작은 공간 사이로 비침의 효과를 통

해 감각적인 미를 보여준다 망사 구조적 특징이 주는 공간. 

감이 다른 기법과 사용되는 재료에 따라 무한한 소재 표현

이 가능하게 하여 한지의상에서 매우 활용도가 높은 소재이

다.

본 연구에서는 한지 닥피 진주를 이용하여 적층 기법의   , , 

소재 개발을 실시했다 먼저 닥피를 정련하기 위해서 물에 . 

왁스를 희석시킨 후 닥피를 잠기도록 하여 닥피에 남아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선명한 색을 표현하기 위해 표백을 한 

번 더 해준다 표백이 끝나면 수세를 하고 건조하기 전에 . 

닥피가 뭉치지 않도록 골고루 펼쳐주면서 섬유질이 부드러

워지도록 만져준다 닥피가 건조되면 바탕 한지를 바닥에 놓. 

고 펼쳐진 닥피를 올려 배치하고 시침핀으로 고정시킨다 그 . 

위에 진주를 낚싯줄로 바느질하면서 한지와 닥피를 함께 고

정 시켜 준다 바느질로 고정시킨 한지와 닥피 진주를 봉제. , 

하면서 서로 분리되지 않도록 고정시켜주고 이후 진주가 닥

피 사이사이로 잘 보일 수 있도록 배치하면서 촘촘하게 봉

제해준다. 

이처럼 닥피를 활용한 적층 기법은 한지와는 다른 독특한   

재질감의 특징이 다른 재료와의 조화가 뛰어났고 표면의 망

사 구조적 형태가 진주 장식이 은은하게 돋보일 수 있도록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이때 진주의 크기 색상 모양을 다양. , , 

하게 섞어서 사용하면 소재가 주는 전체적인 시각적 이미지

를 다양하게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한지위에 닥피와 진주를 . 

적층하여 개발된 소재는 다른 재료와 매칭 할 때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며 독특한 재질감이 레이스 또는 비즈 장식의 

웨딩드레스 소재를 연상시키면서 화려함과 우아한 여성미가 

내포된 이미지를 보여 준다.

캐스팅 기법3) 

닥섬유 캐스팅 성형 기법은 기존의 캐스팅 기법과 크게 다

르지는 않지만 문양 선택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

고 문양의 크기와 건조했을 때 문양의 선명도에 따라서 다

양한 표현이 가능한 기법이다. 캐스팅 기법은 간편하면서도 

다양한 문양을 크기별로 성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한지

의상 그뿐만 아니라 액자 조명 아트 월 같은 인테리어 제, , 

품에도 활용되고 엽서 수첩 등과 같은 문구 용품에서도 사, 

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웨딩드레스의 아름답고 여성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꽃 이미지를 연상하면서 은방울꽃을 모티프로 캐스

팅 기법을 적용하여 소재 개발을 하고자 한다 꽃잎을 구현. 

하기 위해 먼저 선행 연구에서 개발되었던 볼 위에 닥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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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Lamination� Technique� Study

Soak paper mulberry shell in water 

diluted with wax for about 20 

minutes, then rinse with water.

Paper mulberry shell spreads out and 

dries

Put paper mulberry shell on the 

Hanji and fix it.

The pearl is sewn with a fishing line, 

and the Hanji and paper mulberry 

shell are fixed by hand sewing.

Secure it tightly while sewing so that 

it does not separate.

Completion of lamination technique 

using paper mulberry shell and pearl

(all pictures taken by authors)

Table� 7.� Study� on� Petal� Casting� Technique

Use a glue gun to shape 

the flower veins.

Put the paper mulberry 

fiber on it and wind it up 

to remove moisture.

The molded product was 

separated and dried at 70° 

C. for 30 minutes.

Attach the cubic in the 

center of the petal and fix 

it firmly on Hanji.

(all pictures taken by authors)

를 올려놓고 실을 감아가면서 형성하는 구실매기 기법을 활

용하여 오목한 형태의 꽃 이미지를 성형하는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성형 판을 이용하(Lee, Jeon, & Kan, 2020). 

여 캐스팅한 후 손으로 중심 부분을 눌러가면서 오목한 형

태의 성형물을 만들 수도 있다. 실매기 기법처럼 감아서 성

형을 할 경우 건조한 후에 오목한 형태를 잘 유지하였고 성

형 판을 이용하여 캐스팅한 후 성형물을 만들었을 때는 문

양의 선명도가 구실매기 성형물보다 뚜렷했다. 

꽃잎의 성형 조건은 크기 지름 이내로 완성될 수 있  4cm 

도록 했으며 에서 분 정도 건조한다 작은 꽃잎들은 70 30 . ℃

바탕 한지위에 촘촘하게 올려놓고 접착제로 고정시켜 하나

의 소재 시트가 되도록 만들어 완성한다 오목한 꽃잎 중심. 

에 큐빅을 부착한 서로 다른 크기의 꽃잎들이 모여 화려하

고 반짝거리는 효과를 통해 표면적 심미성 향상을 부여하며 

발랄함과 귀엽고 사랑스러운 시각적 이미지를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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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소재�개발을�적용한�웨딩드레스�제작.�Ⅳ

웨딩드레스 디자인은 소재 개발을 적용했을 때 조화롭게 어

울릴 수 있는 실루엣과 패턴 변화를 고려했으며 웨딩드레스 

제작의 소재로써 활용도와 유용함을 위해 착용이 용이한 미

니멀 웨딩드레스로 제작하였다 미니멀 웨딩드레스는 최근 . 

간소해진 스몰 웨딩 셀프 웨딩의 결혼 트렌드를 반영하여 , 

신부들이 많이 착용하면서 웨딩 시장에서도 수요가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경향은 가치소비를 추구. 

하는 소비 심리가 웨딩산업에도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짐작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개발한 한지 소재를 적용하여 총 작품의 미  3

Table� 8.� Making� a�Minimalist� Wedding� Dress� 1

Technical� Drawing Complete�

Figure� 28.�
(drawn by the authors)

Figure� 30.�
(taken by the authors)

Material� development

Figure� 29.�
(taken by the authors)

  

니멀 웨딩드레스를 현대적 감성으로 재해석하여 제작 한다. 

먼저 착용이 용이한 간편성과 실용성이 전제된 실루엣을 추

구하고 웨딩드레스 디자인의 상징적 포인트를 꽃의 이미지

를 차용한  조형물과 소재의 재질감으로 표현하면서 환상성

을 구현한다 웨딩드레스의 귀여움과 사랑스러움 우아함. , , 

깨끗함 등의 여성미를 돋보일 수 있도록 시각적 이미지를 

부여하면서 전통 소재와의 조화를 이루고 독창성을 확보하

고자 한다 이와 같이 웨딩드레스를 표현하는 상징적 이미지. 

에 한지를 이용한 소재 표현의 다양한 기법들을 적용하면서 

소재 개발의 연구적 가치를 보여주고자 한다 또한 한지 소. 

재의 의상 구성력과 웨딩드레스 산업에서 상용화 가능성 여

부도 파악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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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멀�웨딩드레스�1.� 1

기법 구실매기 캐스팅1) : , 

작품설명 2) : 틀림없이 행복해진다는 꽃말을 가진 은방울

꽃을 형상화한 꽃잎을 구현하기 위해  캐스팅 기법을 이용

하여 입체적인 조형물로 성형하고 큐빅을 사용하여 장식 효

과를 주면서 표면적 심미성을 향상시켰다 실루엣은 어깨라. 

인을 강조한 홀터 넥 스타일로 네크라인과 가슴 부분을 중

심으로 꽃잎을 촘촘하게 부착하면서 환상성을 나타냈다. 2

단으로 볼륨감을 준 플레어스커트는 착용의 간편성과 우아

한 여성미를 갖게 하면서 상의의 소재 개발이 돋보일 수 있 

Table� 9.� Making� a�Minimalist� Wedding� Dress� 2

Technical� Drawing Complete�

Figure� 31.�
(drawn by the authors)

Figure� 33.�
(taken by the authors)

Material� Development

Figure� 32.�
(taken by the authors)

도록 전체적인 실루엣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미니멀�웨딩드레스�2.� 2

기법 실줌치 커팅1) : , 

작품설명 2) : 전통 문살의 형상을 커팅과 실줌치 기법을 

적용하여 망사 구조의 소재 표현을 나타냈으며 머메이드 실

루엣의 원피스에 짧은 케이프를 연출한 디자인으로 여성의 

우아함과 사랑스러움을 표현하여 간편성 기능성 환상성의 , , 

조형적 특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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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멀�웨딩드레스�3.� 3

기법 적층 기법1) : 

작품설명 닥피와 진주를 사용한 적층 기법으로 개발한 2) : 

소재를 보트네크라인부터 상의 부분에 매칭하고 앞 뒤 중심 , 

부분을 포인트로 소재를 적용하여 간편하게 착용이 가능하

도록 했다 자연스럽게 흐르는 라인 스커트의 실루엣과 . A 

조화를 이루도록 했으며 심플하면서도 단아함과 우아함이 

공존하는 분위기와 깨끗한 이미지를 나타낸다.

Table� 10.�Making� a� Minimalist�Wedding� Dress� 3

Technical� Drawing Complete�

Figure� 34.�
(drawn by the authors)

Figure� 35.�
(taken by the authors)

Material� Development

Figure� 34.�
(taken by the authors)

미니멀 웨딩드레스 작품에 적용된 구실매기와 캐스팅  ‘ 1’ 

은 꽃잎을 성형하는 방법 외에도 문양을 사실감 있게 표현

하는 디자인에 다양하게 활용될 것이다 또한 소재를 머리장. 

식과 부케 등에 활용하여 실제 웨딩촬영이나 결혼식에서 드

레스와 어울리는 세트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미니. ‘

멀 웨딩드레스 작품은 표현하는 문양에 따라서 실줌치 2’ 

기법 적용 시 서로 다른 망사 구조를 나타낼 수 있어 다양

한 디자인의 케이프를 구성할 수 있다 디자인과 패턴을 고. 

려한 소재 시트를 개발하여 다양한 디자인에 적용하고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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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용화를 위한 심도 있는 연구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

다 미니멀 웨딩드레스 작품에 사용된 진주를 다른 장식 . ‘ 3’ 

재료로 바꿔 응용이 가능하고 닥피의 독특한 재질감으로 개

성 있는 디자인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지 소재 개발을 적용한 미니멀 웨딩드레스 제작  

은 현대적 감성의 디자인과 전통 소재의 재해석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한국적 정서를 담아낸 의복이며 독특한 재질감의 

소재 표현으로 차별화된 웨딩드레스를 보여줬다 한지 소재. 

의 의상 구성력을 확인했으며 한지 웨딩드레스의 상용화를 

위해서 한지 소재 시트 제작의 긍정적 모색을 통해 웨딩드

레스 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결론�및�제언.�Ⅴ

패션에서 고감도의 디자인과 함께 소재의 중요성은 더욱 부

각되고 있으며 소재의 물성에 기반 한 독특한 개성과 의미

를 부여할 수 있는 차별화된 소재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 소재인 한지의 물적 특성을 파악하고 

한국적 정서를 내포하면서 새로운 표현 기법을 통한 독특한 

질감의 표현으로 한국 고유의 차별화된 소재 영역을 확장 

시키고자 했다.

한지는 원료와 제지법에 의해 사방으로 질긴 성질을 가지  

며 밀도는 약하나 강도가 우수하며 유연하면서 부드러운 촉

감과 뛰어난 흡수성의 특성을 갖는다 또한 부직포의 특성으. 

로 다양한 오브제를 표현하고 다른 재료와의 조화가 용이하

며 조형성이 뛰어나다 이와 같은 한지의 질적 우수성을 바. 

탕으로 시각 예술 소재로써 기본적인 봉제와 다양한 표현력

이 요구되는 의복 구성에 있어 한지 소재가 유리한 점이 많

다는 것을 확인했다. 

년 이후 발표된 한지의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우수한   2000

흡수성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염색기법을 통해 다양한 색채

를 보여주었고 줌치 커팅 봉제 니트 직조 닥피 활용 등 , , , , , 

전통방식을 재해석한 기법부터 현대적 표현 기법 등 다양한 

소재 표현 기법들이 나타났다.

한지의 물적 특성과 한지의상에 나타난 소재 표현 기법들  

의 고찰을 바탕으로 웨딩드레스 제작을 위한 섬세하고 장식

적 표현 기법 중심의 한지 소재를 개발했다 첫 번째 실줌. 

치 기법은 문양에 따라 봉제를 하고 커팅을 적용한 후 줌치 

기법으로 망사 구조와 자잘한 주름의 독특한 재질감으로 장

식 재료를 활용하여 표면적 심미성을 향상시켰다 두 번째 . 

적층 기법은 닥피와 진주를 활용하여 망사 구조적 형태가 

진주 장식의 은은함과 조화를 이루고 독특한 재질감의 특징

으로 화려함과 우아한 여성미를 나타냈다 세 번째 캐스팅 . 

기법을 활용하여 꽃잎을 입체적인 조형물로 성형하고 오밀

조밀하게 부착하면서 발랄함과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나타냈다. 

웨딩드레스 제작을 위해 개발한 소재 표현 기법을 적용하  

여 미니멀 웨딩드레스 작품을 제작했다 소재 중심의 디자3 . 

인으로써 현대적 감성으로 재해석한 한지 소재의 독창성을 

확보하면서 의상 구성력을 갖춘 웨딩드레스로써 상용화를 

위한 가능성을 확인했다.

본 연구를 통해 한지의 부직포 특성과 우수한 가변성을   

활용하여 독특한 재질감의 소재를 적용한 미니멀 웨딩드레

스를 제작하여 환상성을 구현하고 심미성 향상을 통해 기존

의 웨딩드레스 소재와 차별화된 패션 소재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또한 한지의 기능적이고 간편한 특성을 독특한 표. 

현 효과로 나타냄으로써 별도의 한지 소재 시트를 제작하여 

상용화를 모색하면서 한지 웨딩드레스 산업화를 위한 고부

가가치 창출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앞으로 소비자들의 욕구 충족과 한지 소재가 웨딩산업뿐   

만 아니라 세계시장을 중심으로 변화되는 패션산업에서 경

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한국적 정서를 내포한 고감도의 재

질감 표현과 상용화를 위한 내구성 그리고 독창적이며 정체, 

성이 확고한 소재 개발의 후속 연구가 다각적 측면에서 지

속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References

Cho, H. (1989). Doubles. Seoul: Daewonsa.

Hanji Dress 1, 2007. (n.d.). Retrieved January 2, 2021, 

from http://www.cfa.or.kr/gallery/default.asp?mode=15

Hanji Dress 2, 2010. (n.d.). Retrieved January 2, 2021, 

from http://www.cfa.or.kr/gallery/default.asp?mode=17 

Hanji Dress 3, 2004. (n.d.). Retrieved January 2, 2021, 

from http://www.cfa.or.kr/gallery/default.asp?mode=8 

Hanji Dress 4, 2011. (n.d.). Retrieved January 2, 2021, 

from http://www.cfa.or.kr/gallery/default.asp?mode=23 

Hanji Dress 5, 2003. (n.d.). Retrieved January 2, 2021, 

from http://www.cfa.or.kr/gallery/default.asp?mode=6 

Hanji Dress 8, 2006. (n.d.). Retrieved January 2, 2021, 

from http://www.cfa.or.kr/gallery/default.asp?mode=14 

Hanji Dress 9, 2010. (n.d.). Retrieved January 2, 2021, 

from http://www.cfa.or.kr/gallery/default.asp?mode=17

Hanji Dress 10, 2003. (n.d.). Retrieved January 3, 2021, 



이지현� 간호섭� 한지의�특성을�이용한�웨딩드레스�소재�연구�·� /� � � � � � � 95

from http://www.cfa.or.kr/gallery/default.asp?mode=6 

Hanji Dress 12, 2002. (n.d.). Retrieved January 3, 2021, 

from http://www.cfa.or.kr/gallery/default.asp?mode=4

Hanji Dress 14, 2010. (n.d.). Retrieved January 3, 2021, 

from http://www.cfa.or.kr/gallery/default.asp?mode=17 

Hanji Dress 15, 2001. (n.d.). Retrieved January 3, 2021, 

from http://www.cfa.or.kr/gallery/default.asp?mode=2

Hanji Dress 17, 2004. (n.d.). Retrieved January 3, 2021, 

from http://www.cfa.or.kr/gallery/default.asp?mode=8

Hanji Dress 18, 2002. (n.d.). Retrieved January 3, 2021, 

from http://www.cfa.or.kr/gallery/default.asp?mode=4

Hanji Dress 19, 2006. (n.d.). Retrieved January 3, 2021, 

from http://www.cfa.or.kr/gallery/default.asp?mode=14

Hanji Dress 20, 2003. (n.d.). Retrieved January 3, 2021, 

from http://www.cfa.or.kr/gallery/default.asp?mode=6

Hanji Dress 21, 2001. (n.d.). Retrieved January 3, 2021, 

from http://www.cfa.or.kr/gallery/default.asp?mode=2

Hanji Dress 22, 2009. (n.d.). Retrieved January 3, 2021, 

from http://www.cfa.or.kr/gallery/default.asp?mode=16

Hanji Dress 24, 2007. (n.d.). Retrieved January 3, 2021, 

from http://www.cfa.or.kr/gallery/default.asp?mode=15

Hanji Denim, Osaka Collection 2017 S/S. (n.d.). 

Retrieved February 15, 2021, from https:// 

fashionseoul.com/129926

Hanji Denim, Chanel-Dallas Show, 2014. (n.d.). 

Retrieved February 15, 2021, from https://www. 

fashionn.com/board/read_new.php?table=1006&number

=739

Jeong, S. (1998).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paper 

and papermaking technique in ancient Kore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Jeon, Y. (2012). A study on the shroud design adapting 

Korean paper Hanji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Jo, H. (2021). A study on fashion design using Hanji 

yarn fabric: Focusing on the macrame techniqu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s 

University, Seoul, Korea.

Jung, D., & Yoon, H. (1999). 겨레과학인 우리공예 

[Korean craftsmanship]. Seoul: Misokwon.

Kang, J., & Ju, Y. (2005). Manufacture of Hwaseonji 

(Korean traditional paper) using various kinds of 

short-length fiber pulps. Journal of Korea Technical 

Association of The Pulp and Paper Industry, 37(2), 

78-86.

Kim, D. (2006). A study on the party wear of use 

Hanji(Korean pap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Kim, S. (2001). 종이 역사  [Paper history]. Seoul: Yejin.

Kim, Y. (2005).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fashion 

material and formative application using Korean 

traditional pape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Daegu, Korea.

Kim, Y. (1988). A study on the transformation process 

and improvement of Korean paper craft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Kim, Y. (2011). Paper manipulation techniques for 

garments and their characteristics.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19(4), 851-862. 

doi:10.29049/rjcc.2011.19.4.851

Lee, J. (2020). Application study of each personal color 

type according the preference and the visual texture of 

a white wedding dress textile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Lee, J., Jeon, Y., & Kan, H. (2020).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fashion jewelry using the characteristics 

of paper mulberry fiber. Journal of Fashion Business, 

24(5), 35-51. doi:10.12940/jfb.2020.24.5.35 

Lee, S. (2002). 우리가 정말 알아야할 우리 한지 [Our 

Hanji we really need to know]. Seoul: Hyeonamsa.

Lim, Y., & Sang, K. (1997). Paper craft culture. Seoul: 

Daewonsa.

Park, S. (2020). A study for inherent sensibility and its 

formativeness of Hanji. Journal of Basic Design & 

Art, 21(2), 61-72.

Pierre, M. (2000). 종이 일상의 놀라운 사건 [Amazing 

events in paper everyday]. Seoul: Sigongsa. (Original 

work published 1999)

Received (January 21, 2021)

Revised (February 13, 2021)

Accepted (February 16,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