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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eate unique formative beauty with free expressive method and to 

suggest accessory design with individuality through this, by using hand-knitting technique in design of 

necklace and bangle, which belong to personal ornament among fashion accessories. It analyzed on 

theoretical background of knit technique and accessory through documentary research, examined the 

accessory design tendency and the research tendency through collection materials, and then suggested 9 

works in accessory ornament design of using hand-knitting technique, based on th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even in overseas collection, accessories in diverse materials and shapes were being show 

cased. Volume in necklace or bangle was indicated to be big. There were many cases of covering several 

items together. Second, the hand-knitting technique in originative accessory design could be confirmed to 

be possibly used broadly in the range of pattern and shape available for making by using yarn in diverse 

thicknesses with proper technique, and by transforming basic tissue according to knitting technique. Third, 

through the results of making ornaments in 7 necklaces and 2 bangles, the hand-knitting technique was 

confirmed to possibly expanding the application range of knitting technique in the accessory field, and has 

significance in having suggested individual accessory. 

Key Words: Hand-knitting(손뜨개), Fashion accessories (패션액세서리), Ornament(장신구), Necklace 
(목걸이), Bangle(팔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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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010년 F/W에 여러 신규 브랜드가 패션잡화 

존에서 런칭되어 새로운 블루 오션으로 떠올랐

다. 의류제품의 구색용 아이템에 그쳤던 패션잡

화는 최근 소비자의 구매패턴 변화, 브랜드 토

털화 전략으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매력적인 

시장으로 여겨지면서 중견 업체들을 중심으로 

잡화브랜드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다.1) 이러한 

패션 시장의 변화는 현대 의류 산업이 토탈 패

션화 추세로 변화되면서 예전처럼 의복만이 아

니라 패션 스타일의 연출 요소로서 액세서리,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

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액세서리 장

신구는 과거에는 신분을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

되기도 하였고, 문화가 발전됨에 따라 현대에는 

개성과 독창성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소

재와 자유로운 표현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최근 패션산업 분야에서는 액세서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액세서리는 패션의 부속품

이아니라 스타일을 완성시켜주는 필수품이자 

완성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소비자 패션 의식변화에 영향을 받아 ’09년 전

체 패션 잡화 시장은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신장을 기록하였고 (통계청조사-’09년 온

라인 잡화 매출은 약 1800억 원으로 전년비 

12.5% 성장을 기록) 이는 소비 회복이 확대된 

’10년 상반기에도 지속되어 매출 신장으로 이어

졌다. 향후 하반기에는 경기 회복 체감이 높아

지고 본격적인 소비지출증가가 나타나며 더 큰 

성장이 예상된다.2) 

이러한 추세에서 알 수 있듯이 액세서리는 패

션을 마무리하는 조형물로써 다양한 재료와 형

태로 개인의 개성과 특성을 나타내는 패션과 조

화를 이루며 그 영역을 넓혀 가고 있으며3) 업체

에서 생산되는 제품들도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 

표현을 원하는 현대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추어 

다양화와 세분화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 디자이너와 예술가들은 독창적인 디자인

을 위하여 특유의 소재개발과 기술의 노하우, 

고유의 이미지 창조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니팅 기법이 다양한 테크닉으로 여러 분야에서 

응용되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

되고 있다. 

니팅기법은 최근 패션어블한 공예이면서 아

트로 인정받으면서 과거의 실용적이고 기능적

인 차원에서 벗어나 새로운 양상으로 접목되고 

있다. 니트는 수공예적 이미지가 강하게 부각되

는 것으로, 사용될 수 있는 어떠한 소재로도 창

의적인 표현이 가능하고, 같은 소재를 사용하더

라도 짜는 방식, 기법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시각

적 효과를 낼 수 있으며, 가볍고 보온성이 뛰어

날 뿐 아니라 스타일링 방법에 따라 다양한 이

미지 연출이 가능하여 실용성과 패션성 양쪽 측

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고부가 제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추세이다.4)

본 연구는 액세서리 디자인에 있어 장신구류

인 목걸이와 팔찌의 디자인을 개발함에 있어 핸

드 니팅 기법을 사용하여 자유로운 표현방식으

로 독특한 조형미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개성

이 있는 액세서리 장신구 디자인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한 방법으로 문헌 연구

를 통하여 액세서리 및 장신구와 니트기법의 이

론적 배경에 관한 조사를 바탕으로, 최근 컬렉

션에 나타난 액세서리 디자인 연구 경향을 살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코바늘과 대바늘을 사용한 

핸드니팅 기법을 사용한 액세서리 장신구 목걸

이와 팔찌 디자인을 작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액세서리

액세서리는 옷차림에 강조와 변화를 주고 전

체적인 패션 이미지를 조정하는 중요한 요소

로,5) 동일한 의복에 액세서리의 변화만으로도 

다른 분위기의 이미지 연출이 가능하다. 사회가 

발달해감에 따라 인간의 미의식이 강조되고 보

석과 귀금속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액세서리

를 착용하여 부를 상징하고 신분을 나타내는 데 

더 큰 가치를 두게 되어 그 형태는 더욱 더 정

교하고 아름답고 화려하게 변화되었다.6)

좁은 의미의 액세서리는 일반적으로 드레스 

액세서리, 즉 복식부속품을 말한다. 부속품에는 

머리에 쓰는 모자, 목도리, 휴대품, 신발류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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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연구 주제 연구자

전통 
장신구/사물

문양

전통 장신구의 형태를 이용한 이동식 저장장치 장신구디자인 한송희(2009)

소반의 형태와 문양을 응용한 장신구 디자인 이종순(2009)

조선시대 장석을 이용한 장신구 디자인 황일식(2008)

한국 전통 창살문양을 응용한 금속장신구 디자인 이주민(2008)

떡살문양을 이용한 교체장신구 디자인 김신정(2007)

신라금관의 구조와 의미를 상징화한 장신구 디자인 정병일(2007)

곡옥형태를 이용한 장신구 디자인 김지민(2006)

식물/사물의
이미지
조형성

빙하의 형상을 응용한 장신구 디자인 도혜미(2009)

한국 근대 회화작품을 응용한 장신구 디자인 김영선(2009)

석류의 조형성을 바탕으로 한 장신구 디자인 윤소현(2008)

십자가를 이용한 장신구 디자인 정희선(2008)

한국의 야생화를 주제로 한 장신구 디자인 이형림(2008)

모더니즘 건축의 조형을 이용한 장신구 디자인 김미경(2008)

창의 이미지를 이용한 장신구 디자인 김의경(2007)

추상적 이미지

인간의 감정표현을 시각화한 장신구 디자인 김현주(2008)

키덜트 감성에 의한 유희표현 장신구 디자인 최영은(2008)

생명의 근원을 표현한 장신구 디자인 유소영(2008)

세포의 순환적 생명력에 관한 조형적 장신구 디자인 김수진(2008)

에코페미니즘에 의한 장신구 디자인 신유진(2008)

나와 주변인의 관계를 주제로 한 장신구 디자인 안언정(2007)

불교 만다라의 구조와 의미를 상징화한 장신구 디자인 조신연(2006)

디자인 요소

점의 반복을 활용한 장신구 디자인 신복적(2008)

선의 반복과 리듬, 역학 구조로서의 유기적 관계 갖는 장신구 디자인 박정원(2008)

반복적 형태의 조형원리를 응용한 장신구 디자인 김유희(2008)

기하학적 구성형식을 응용한 금속 장신구 디자인 김정연(2007)

점의 조형성과 착시적 공간감을 표현한 장신구 디자인 정진아(2007)

기하학도형의 반복을 응용한 조형적 장신구 디자인 김우리(2006)

조형요소를 이용한 현대 장신구 디자인 이아영(2006)

제작 기법

뜨기기법을 이용한 장신구 디자인 박정연(2008)

직조기법을 응용한 핸드니팅 장신구 디자인 윤주연(2008)

체인메일기법을 이용한 장신구 디자인 이지은(2008)

금속 직조 기법을 이용한 장신구 디자인 송미옥(2006)

구슬 엮기를 응용한 장신구 디자인 이종례(2006)

<표 1> 장신구 디자인 연구의 분류

있고, 장신구에는 머리장식품, 귀고리, 팔찌, 반

지, 목걸이 등이 있다. 액세서리는 크게 실용적

인 것과 장식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실용

적인 액세서리는 부속품이 속하며, 장식적인 액

세서리를 장신구라 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 

주로 제시되고 있는 액세서리로 목걸이, 귀걸이, 

반지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해 살펴보면 

목걸이는 목이나 앞가슴을 장식하는 줄 모양 또

는 고리 모양으로 된 장신구로, 인류는 물체에 

초자연적인 힘이 붙는다는 신념을 가지고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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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장식하기 위하여 목 부분을 정성 들여 가꾸

었으며, 의복에 앞서 사용되었다는 추측도 있다. 

귀걸이는 귀볼에 구멍을 뚫어 바퀴모양이나 막

대모양의 두 종류로 기초적 장신구를 귀볼에 관

통하게 하거나, 걸쳐서 또는 다종다양하게 늘어

뜨려 장식하는 것을 말한다.7) 반지는 장신구 중

에서도 가장 섬세한 느낌을 주는 것으로서, 그 

나라의 문화 수준을 알 수 있는 산물이기도 하

다.8)

본 작품 연구를 위하여 최근 2005년부터 2009

년까지 액세서리 장신구 관련 디자인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장신구에 대한 연구는 크게 2가지

로 역사적 고찰에 대한 연구와 장신구 디자인 

연구로 분류될 수 있었다. 역사적 고찰 연구는 

조선시대 등과 같이 특정 시대의 장신구에 대한 

연구, 특정 고분의 출토 장신구에 관한 연구들

이 있다. 

장신구 디자인 연구를 세부 분류하면, 전통적

인 장신구나 사물, 문양을 바탕으로 한 연구, 식

물이나 사물의 이미지, 조형성을 모티브로 한 

연구, 추상적 이미지를 모티브로 한 연구, 특정 

장신구에 대한 연구, 디자인 요소를 바탕으로 

한 연구, 기법을 중심으로 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표 1). 전통적인 장신구나 사물, 문양을 

바탕으로 한 연구는 전통 장신구의 모양, 떡살, 

창살 등의 형태와 문양을 응용하였다. 식물이나 

사물의 이미지를 응용한 연구는 자연물, 건축물, 

회화작품을 바탕으로 하였다. 추상적 이미지를 

모티브로 한 연구는 형이상학적인 철학적 개념

과 감성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였다. 

디자인 요소를 바탕으로 한 연구는 조형의 요소

와 디자인 요소를 연관하여 디자인을 제시하고 

있었다. 제작 기법을 중심으로 디자인 한 연구

는 대부분이 수공예적 측면이 강조된 기법을 사

용하고 있었다. 핸드니팅 연구 중, 윤주연의 직

조기법을 응용한 핸드니팅 장신구 디자인 연구

는 손을 유일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의미로 핸드

니팅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며 바켓트리 기법

으로 작품을 제작하였다.9)  

이러한 연구들은 장신구 중 목걸이, 귀걸이, 

브로치의 아이템을 대부분 디자인하여 제시하

고 있었으며, 액세서리 장신구 디자인에 새로운 

디자인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핸드니팅 기법

을 이용한 니트 액세서리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 

2. 니트

니트는 영어의 묶다(to tie in) 혹은 매듭짓다

(with a knot)를 의미하는 색슨어의 나탄(cnyttan)

에서 유래되었다.10) 오브제를 이용하여 땋기, 꼬

기, 묶기, 매듭짓기 둥의 작업 과정이나 기술적

인 의미가 포함된다.11) 루프를 기본으로 해서 

연결하여 한 가닥의 실로부터 이루어진 실로 뜨

는 모든 것을 말하며, 레이스 뜨기나 망 또는 다

른 수예편물 등의 전부가 포함되는 말이다.12) 

인류문명의 발생과 함께 시작되었는데 초기에

는 엮거나 땋는 방법으로 의생활과 주생활에 활

용되었다. 

중세시대에는 고대의 니트기법에서 다양한 

핸드니트가 유럽에 전파되어 가내 수공업 형태

로 발전되었으며 내의나 양말, 장갑과 같은 부

분적인 복식으로 활용되었다. 이후 핸드니트와 

기계니트로 발전하였으나 작업이 쉽고 패브릭

의 변화가 용이한 크로쉐는 보다 장식적이며 아

름다움을 강조한 레이스 뜨기로 발전하였다.13) 

니트의 표현 방법은 니트가 가지는 독특한 표면

질감과 다양한 조직과 기법에 의해 다른 분야의 

제작방법보다 표현영역이 크다. 특히 핸드니트

는 기계에 사용될 수 없는 굵기의 실이나 독특

한 질감의 실도 사용할 수 있어 색다른 질감을 

표현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핸드 니팅은 대바늘뜨기와 크로

쉐 코바늘 등의 손뜨개를 의미한다. 대바늘뜨기

는 루프의 연결 상태에 따라 비침 조직부터 부

피감 있는 조직까지 만들 수 있으며 루프의 위

치 변화에 따른 표면 텍스츄어가 만들어 지며 

구조적 패턴 형성이 자유롭다. 또한 실을 바늘

에 걸어주는 단순한 작업의 반복으로 빠른 제작

속도가 장점이며 유연성과 신축성이 좋아 가장 

많이 활용되며 겉뜨기, 안뜨기, 고무뜨기, 케이

블 등의 기본구조를 형성하며 다양한 변화조직

을 만들 수 있다. 

막대 끝이 갈고리로 되어 있는 코바늘을 사용

하여 뜨개 바탕을 떠가는 기법으로 사슬뜨기, 

짧은뜨기, 중간긴뜨기, 1길 긴뜨기, 2길 긴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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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기분류 뜨기 표현기법과 이름

대바늘뜨기
겉뜨기 가터뜨기 끌어올림뜨기

케이블뜨기 고무뜨기 변형 아일렛뜨기

코바늘뜨기

짧은뜨기 중간긴뜨기 한길긴뜨기

레이스뜨기 모티브뜨기 테이프레이스뜨기

<표 2> 뜨기 표현기법과 사진

가 기본 뜨기이고, 이들의 조합으로 여러 가지 

무늬를 형성할 수 있다. 대바늘뜨기보다 신축성

이 적고 상하좌우의 형태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크로셰는 뜨는 과정에서 한열에 여러 

코가 만들어지는 니팅에 비해 하나의 코만이 걸

리게 되어 코의 관리가 편리하고 실이 서로 얽

히는 횟수가 많아 비교적 튼튼한 조직이 되며 

특별한 재료에 대한 제한이 없어 다양한 색상의 

실과 굵기가 다른 재료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코의 늘림과 줄임이 용이하여 계획적인 

형태의 제작이 가능하며 제작 과정에서도 유연

성이 가진다. 이는 손으로 짜는 자유로움과 기

법의 변화를 다양하게 줄 수 있어서 부조적인 

텍스츄어를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크기의 

제한이 없어 작은 소품부터 큰 작품까지 제작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장소의 제한이 없이 실과 코

바늘만 있으면 제작이 가능한 간편함이 있다.14) 

핸드니트 표현기법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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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핸드니팅 기법을 활용한 

액세서리 장신구 디자인

1. 현대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액세서리 장신

구의 표현특징

본 연구의 장신구 디자인을 위하여 최근 해외 

컬렉션 중 2007년부터 2010년까지 S/S시즌과 F/W

시즌 7개의 컬렉션에 나타난 장신구 디자인의 

경향을 살펴보았다. 자료 분석을 위하여 액세서

리의 경향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패션 정보사

이트인 퍼스트뷰코리아(www.firstviewkorea.com)

에서 파리, 밀란, 뉴욕 컬렉션을 분석하였다. 이

를 통해 본 결과 목걸이나 팔찌들이 부피가 크

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한 개의 아이템으로 나

타나기도 했으나 대부분이 여러 개의 아이템을 

같이 두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 한 종류의 아

이템이 아니라 다른 소재의 아이템도 같이 스타

일링되어 나타났다. 가벼운 플라스틱부터 차가

운 메탈소재까지 소재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

었는데 메탈은 광택 정도가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었다(표 3).

2010 S/S시즌에는 큰 플라스틱 뱅글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투명한 합성 소재의 뱅

글을 하나 또는 여러 개 착용하는 스타일링이 

보이고 있다. 목걸이에서는 늘어뜨리는 체인 형

식이 두드러지고 있었다. 팔찌와 마찬가지로 여

러 겹의 체인 목걸이를 착용하거나 길이가 긴 것

을 둘러 스타일링하고 있었다.

2009 F/W 시즌에는 크기가 큰 체인목걸이 형

태로 목둘레 맞는 길이부터 늘어지는 형태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또, 장식성이 강조된 

커스튬 쥬얼리가 앤틱한 느낌의 아르테코풍으

로 나타나고 있었다. 차가운 질감과 광택 가공

한 메탈을 소재로 한 아이템도 나타나고 있었다. 

2009 S/S 시즌에는 젬스톤이나 우드 비즈로 

장식된 끈 형태가 많이 보였으며 메탈의 차갑고 

매끄러운 느낌을 그대로 살려 뻣뻣한 넓은 형태

로 나타나거나 작은 크기의 체인줄로 흐르는 듯

한 느낌으로도 나타나고 있었다. 단추, 비즈, 진

주 등 다양한 재료가 섞인 리싸이클된 듯한 느

낌의 스타일도 보이고 있었다. 원시 부족들처럼 

여러 개의 아이템을 동시에 스타일링하는 형태

도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2008 F/W 시즌에는 크기가 큰 펜던트가 블랙 

끈이나 메탈줄에 매달리는 원포인트 효과를 나

타내고 있었고, 원석의 사용으로 자연적인 느낌

을 표현하되 몸에 잘 밀착되도록 배치하고 있었

다. 부피감이 큰 메탈 뱅글은 부드럽고 입체적

인 굴곡을 가진 형태로 스타일링되고 있었다.

2008 S/S시즌에는 조형적인 빅 사이즈의 팬던

트는 초커 느낌의 짧은 길이로 제안되고 있었

다. 긴 네크리스의 경우에는 가볍고 얇은 체인 

스타일이 많이 보였다. 나무, 원석 등을 사용하

여 트라이벌한 느낌을 가미한 기하학적인 스타

일은 납작한 형태로 표현되어 옷에 부착된 듯한 

느낌으로 보여지고 있었다. 브레이슬릿은 볼드

한 스타일로 나타나고 있었는데, 에스닉 스타일

은조형적인 모티브나 기하학적인 모티브를 첨

가한 우드 뱅글, 정교한 비딩 디테일의긴 커프

스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내추럴하게 커팅된 

원석을 사용한 원포인트 모티브의 브레이슬릿, 

손목시계처럼 연출된 브레이슬릿이나 키치적인 

느낌의 플라스틱 뱅글 스타일도 제안되고 있

었다.

2007 F/W시즌에도 볼드한 액세서리가 많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네크리스 에서는 브로치 느

낌의 빅 사이즈 펜던트가 그래픽적인 컬러 블로

킹과 아르데코 스타일의조형적인 모티브가 적

용되었다. 상의 아이템에 부착이 된 듯한 느낌

으로 연출다. 묶직해 보이는 볼드한 뱅글은 비

비드한 컬러로 제안되는데 장갑 위에 매치되거

나 여러 개를 함께 스타일링 한다. 모던 아트느

낌의 메탈 주얼리가 조형적인 팬턴트가 첨가된 

볼드한 체인 네크리스가 나타나고 있었다. 메탈

은 매트한 광택감으로 제안되는 것이 특징이다.

2007 S/S시즌에는 주로 볼드한 느낌의 플라스

틱 소재로 제안되는데 펑키한 느낌을 주는 스터

드를 첨가하거나 블랙과 애시드(acid) 컬러의 매

치를 통해 팝적인 컬러 블록의 형태로 제시되고 

있었다. 또한, 조형적이며 모던한 느낌의 금속 

주얼리도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스톤을 엮

은 여러 줄의 네크리스 등 이국적인 느낌과 함

께 크롭트 슬리브의 강세와 함께 뱅글이 부각되

어 실버 재질의 모던한 느낌의 아이템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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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 액세서리 사진

2010

S/S

  

  Buberry Prorsum  Marc by Marc Jacobs     PPQ            Lavin          Gareth Pugh

2009

F/W

   

  Costume National    Balenciaga       Donna Karan      Marc Jacobs    Bottega Veneta 

2009

S/S

 

         Alessandro Dell’Acqua   Donna Karan         Luella           Marni

2008

F/W

                Y-3              Celine             Gucci          Marc Jacobs

2008

S/S

     

       Nina Ricci      Lavin         Chanel         Marni    Marc Jacobs     Prada

<표 3> 현대패션에 나타난 액세서리, 목걸이와 팔찌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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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 액세서리 사진

2007

F/W

    

            Lavin           Marni         Chanel      Martin Grant    Louis Vitton

2007

S/S

    

   D Squared      Anna Sui         Chanel      Giorgio Armani     Chanel    Ralph Lauren

출처: www.firstviewkorea.com

<표 3> 계속

2. 디자인 전개 및 작품제작

본 연구는 액세서리 장신구 디자인의 현황을 

조사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핸드니트의 대바

늘과 크로쉐 니트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목걸이와 팔찌의 장신구 작품 

9개를 디자인 전개하여 제작하였다(표 4, 5, 6). 

디자인 1은 아크릴과 울의 혼방사로 1X1 프

릴조직을 사용하여 니팅을 하였고, 가벼워 보이

는 니트조직을 체인 장식과 다양한 크기와 색깔

의 구슬을 사용하여 부착함으로써 안정적이고 

고급스러움을 더하였다. 

디자인 2는 울 소재의 원사를 사용하여 초커

형태의 넓은 목걸이를 디자인하였다. 중세 시대 

목장식인 러플과 현대의 목걸이를 믹스매치한 

느낌을로맨틱하게 표현하였다. 크로쉐 니팅으로 

다양한 모티브를 만들어 늘어지도록 장식하였

고, 구슬장식과 코사지를 덧붙여 탈착가능한 스

타일링이 되도록 하였다. 

디자인 3은 원형 메탈 링을 메탈소재의 원사

를 사용하여 전통적인 모티브 뜨기의 방법으로 

감싸서 하나의 모티브 유니트를 만들었다. 모티

브 유니트의 가운데에는 크리스탈 장식을 넣어 

비딩 기법으로 연결하였고, 각각의 유니트들은 

비즈과 작은 크리스탈을 연결하여 길게 끈처럼 

연결하였다. 

디자인 4는 0.2mm의 아트 와이어를 사용하여 

변형 두길긴뜨기로 니팅하였는데, 감아 빼는 횟

수를 기본 2번에서 8번까지 하여 높이를 경사지

도록하여 유니트를 만들었다. 또, 소재와 크로쉐 

니팅의 특성으로 겉면과 안쪽면의 경계가 꺽어

지는 것을 활용하여 꺽인 물결무늬로 입체감을 

살렸다. 각각의 목걸이는 한꺼번에 착용할 수도 

있고, 따로 떼어 두 개의 목걸이로도 연출이 가

능하도록 하였다. 

디자인 5는 0.2mm의 아트 와이어를 두길긴뜨

기로 12단을 떠서 넓은 밴드 형태로 만들었다. 

디자인 4와 같이 니팅방법과 재료의 성질을 이

용하여 각 면이 꺽어지는 것을 활용하여 꺽인 

물결무늬로 입체감을 살렸다. 밑부분에는 금색

원사와 주재료인 와이어로 두 겹의 조개무늬뜨

기로 프릴 효과를 나타내었다.

디자인 6은 0.2mm의 아트 와이어를 두길긴뜨

기로 8단을 떠서 넓은 초커형태로 만들었다. 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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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1: 목걸이 디자인2: 목걸이 디자인3: 목걸이

작품

소재 Acrylic/Wool Wool Rayon/Polyester

조직 1×1 full Gardigan
사슬뜨기, 짧은뜨기, 

긴뜨기 응용
짧은뜨기, 긴뜨기, 

사슬뜨기 응용

디테일

특징

1×1 rib structure에서 all needle

로 변화시키면서 니트의 러플을 

자연스럽게 표현하였고, 끝처리
를 코바늘로 마무리해 쇠사슬
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었다. 

니트의 따뜻한 느낌과 사슬 및 
구슬의 차가운 느낌을 병치시
킴으로서 리드미컬한 디자인을 
하였다. 여밈을 사슬 앞쪽에 두
어 착용이 용이한 목걸이디자인

wool사(핑크, 블랙), 구슬, 체인, 

코사지 레이스tape, 벨벳tape목
을 감싸는 러플 느낌의 니트 사
이사이에 벨벳 tape를 끼워 여
밈을 할 수 있게 하였고, 큰 코
사지꽃장식과 실로 만든 작은 
꽃, 잎사귀 장식들을 체인과 구
슬에 연결하여 늘어뜨렸다. 니
트와 체인, 구슬, 우븐 등의 다
양한 소재들이 서로 어우러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디자인

모듈 시스템(module system)의 
조립방식을 통하여 다양한 디
자인으로 바꿀 수 있는 디자인 
유형. 목걸이의 원형 unit 들은 
서로 O링에 의해 연결될 수 있
도록 고안 되어 착용자의 자율 
적인 조립에 의해 무수히 많은 
디자인으로 변형, 조정된다. 이
와 같은 디자인은 조립된 레고 
세트같은 원리로 피스 기법을 
최대한 활용

<표 4> 니트 액세서리 작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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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4: 목걸이 디자인5: 팔찌 디자인6: 목걸이

작품

소재 Artistic Wire Artistic Wire Artistic Wire

조직
변형 두길긴뜨기, 

사슬뜨기 응용
두길긴뜨기, 

사슬뜨기 응용
두길긴뜨기, 

사슬뜨기 응용

디테일

특징

0.2mm의 아트 와이어를 사용
하여 변형두길 긴뜨기 니팅, 감
아 빼는 횟수를 기본 2번에서 8

번까지 하여 높이를 경사지도
록 하여 유니트를 만들었다. 또, 

소재와 크로쉐 니팅의 특성으
로 겉면과 안쪽면의 경계가 꺽
어지는 것을 활용하여 꺽인 물
결무늬로 입체감을 살렸다. 각
각의 목걸이는 한꺼번에 착용
할 수도 있고, 따로 떼어 두 개
의 목걸이로 연출 가능

0.2mm의 아트 와이어를 두길
긴뜨기로 12단을 떠서 넓은 밴
드 형태로 만들었다. 디자인 4

와 같이 니팅방법과 재료의 성
질을 이용하여 각 면이 꺽어지
는 것을 활용하여 꺽인 물결무
늬로 입체감을 살렸다. 밑부분
에는 금색 원사와 주재료인 와
이어로 두겹의 조개무늬 뜨기
로 프릴 효과를 나타내었다.

0.2mm의 아트 와이어를 사용
하여 중세의 러플 느낌의 초커
형태 표현 두길긴뜨기로 8단을 
떠서 넓은 초커형태로 제작.

위와 아래단은 조개무늬 뜨기
로 마무리하였고, 디자인 4와 
마찬가지로 재료와 뜨기 기법
의 특성으로 자연스럽게 생긴 
꺽임을 디자인에 적용

<표 5> 니트 액세서리 작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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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7: 목걸이 디자인8: 목걸이 디자인9: 목걸이

작품

소재 Artistic Wire Rayon Coated Cotton

조직 Tubular knitting 짧은뜨기 짧은뜨기, 긴뜨기

디테일

특징

아트 와이어를 사용하여 튜불
러 조직으로 길게 니팅을 하였
는데, 니팅 폭을 0.8cm, 2cm, 

4cm 등으로 다르게 하였다. 4cm 

이상의 폭을 가진 편직물의 안
으로 다양한 크기의 투명한 구
슬을 넣어 각이 생기도록 하였
으며 적당한 무게감과 투명감
을 표현

프레임의 각 모서리마다 고리
와 훅을 달아 착용자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로 변형이 
가능한 목걸이를 디자인 하였
다. 다양한 색상의 레이온실로 
메탈소재의 직사각형 프레임을 
감싸거나 채워 넣었다.

짧은뜨기를 이용하여 둥근 방
울모양을 만들었으며, 입체적 
형태를 만들기 위해 솜을 넣어 
마무리 하였다. 긴뜨기를 이용
하여 나뭇잎모양을 형상화하였
다. 색상은 라이트 그레이, 오렌
지, 라이트브라운, 다크브라운, 

그린 등의 색을 사용하여 가을
의 느낌을 표현, 금속 체인에 
각각을 연결하여 참(charm) 스
타일로 연출

<표 6> 니트 액세서리 작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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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아래단은 조개무늬로 마무리하였고, 디자

인 4와 마찬가지로 재료와 뜨기 기법의 특성으

로 자연스럽게 생긴 꺽임을 디자인에 적용하였다.

디자인 7은 아트 와이어를 사용하여 튜불러 

조직으로 길게 니팅을 하였는데, 니팅 폭을 0.8cm, 

2cm, 4cm 등으로 다르게 하여 다양한 크기의 투

명한 구슬을 넣어 적당한 무게감과 투명감을 표

현하였다. 4cm 이상의 폭을 가진 편직물의 안으

로 다양한 크기의 투명한 구슬을 넣어 각이 생

기도록 하였다.

디자인 8은 사각메탈 프레임을 사용하여 다

양한 색상의 레이온 원사를 짧은 뜨기로 내부를 

채우거나 프레임을 감쌌는데, 각각의 유니트는 

연결고리가 있어서 착용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

한 형태와 개수로 연출이 가능하다. 

디자인 9는 짧은 뜨기를 이용하여 둥근 방울

모양을 만들었으며, 입체적으로 형태를 만들기 

위해 솜을 넣어 마무리 하였다. 그리고 긴뜨기

를 이용하여 나뭇잎모양을 만들었으며, 색상은 

라이트 그레이, 오렌지, 라이트 브라운, 다크브

라운, 그린 등의 색을 사용하여 가을의 느낌을 

표현하였다. 금속체인에 각각을 연결하여 참

(charm)스타일로 연출하였다.

IV. 결 론

니팅기법은 최근 패션어블한 공예이면서 아

트로 인정받으면서 과거의 실용적이고 기능적

인 차원에서 벗어나 다양한 테크닉으로 액세서

리 디자인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었다. 본 연구

는 문헌 연구를 통하여 액세서리와 니트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독창적인 액세서리를 표

현하기 위하여 액세서리 디자인 연구와 현대 패

션에 나타난 액세서리의 경향에 대해 살펴보았

다. 이를 바탕으로 핸드니팅의 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여 목걸이와 팔찌 

작품 9개를 제작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

과 같다.

첫째, 해외 컬렉션에서도 다양한 소재와 형태

의 액세서리들이 보이고 있었다. 목걸이나 팔찌

들이 부피가 크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한 개의 

아이템으로 나타나기도 했으나 대부분이 여러 

개의 아이템을 같이 두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 한 종류의 아이템이 아니라 다른 소재의 아

이템도 같이 스타일링되어 나타났다. 가벼운 플

라스틱부터 차가운 메탈소재까지 소재도 다양

하게 나타났다.

둘째, 독창적인 액세서리 디자인에 있어 니팅 

기법은 적절한 기법이라 할 수 있는데 다양한 

굵기의 원사를 사용하여 뜨기 기법에 따라 기본

조직을 변형하여 만들어 낼 수 있는 문양과 형

태의 폭이 넓다. 

셋째, 장신구디자인에 사용된 소재는 아크릴

과 울의 혼방사, 메탈소재의 원사, 레이욘사 등 

액세서리 소재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특히 메탈소재의 금속사는 새로운 느낌의 장신

구 디자인을 나타낼 수 있었다.

넷째, 조직의 종류는 대바늘의 메리야스 뜨기, 

변형 고무뜨기를 응용한 프릴조직 등으로 일반

적으로 의복에 적용되었던 조직을 액세서리에

도 활용하여 다양한 조직 활용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크로쉐뜨기는 다양한 모티브를 만들

어 늘어지도록 장식하였고, 구슬장식과 코사지

를 덧붙여 탈착가능한 스타일링이 되도록 하였

다. 또한 모티브뜨기. 짧은뜨기의 기법들을 활용

하여 변형가능한 다기능적인 목걸이 형태, 메탈 

프레임을 감싼 각각의 유니트를 연결고리로 착

용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개수로 연출

이 가능한 목걸이 디자인도 현대트렌드와 부합

되는 유용하고 재미있는 디자인이라 할 수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수공예 니트기법을 파악

하여 액세서리분야에서 니트기법의 활용범위를 

확대시키며, 이를 활용한 개성이 있는 액세서리

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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