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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modern fashion, accessories are recognized as indispensable articles for the completion of a 
look. Scarf and muffler has attained significance as a main fashion item. The purpose of study 
was to analyze the motifs of special material for muffler design on special material, and to seek 
unique and decorative effect using three dimensional method on the flat surfaced textile to give 
novelty. This study introduced technique of applying embroidery onto special materials such as 
fur and leather to achieve variety of texture effect. The results are as follows: Six designs were 
proposed. Each work has different detail and silhouette, and the unique motif design using 
embroidery with cotton, nylon, and bead on fur, leather, wool, and satin. This will be a method 
to develop value-added products in fashion and formative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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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Cristobal

Balenciaga

- Icon of Fashion,

PRESTEL, p. 64.

<그림 2> Margaret Van Eyck

by her husband, 1439

- http://www.marquise.de/

<그림 3> Himation

- http://www.marquise.de/

<그림 4> Stola, palla fas-

tened with a fibulae, solea

- http://www.marquise.de/

Ⅰ. 서론
현대사회에서 장신구는 생활 용품으로서 많은 사

람들에게 수용되고 있으며 그 용도와 종류가 다양할

뿐 만 아니라 기호적이기 때문에 시대의 유행에 따

라 민감한 변화를 갖는 제품이다. 시대가 변천하고

인지가 발달함에 따라 인간의 미의식이 발달하여 의

복에 대한 개념이 변화되었고 장신구의 개념과 기능

도 달라졌으며, 이에 따라 장신구는 코디네이션의 보

조적 역할에서 중심적 역할로 점차 변화하게 되었다.

특히 여러 종류의 장신구 중에서 스카프, 머플러는

사회 전반적인 변화만큼이나 다양하게 발전하여 과

거의 액세서리의 역할에서 보다 진보하여 이미지를

연출하는 코디네이션의 주역이 되어 패션의 주요 아

이템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머플러와 스카프의 디자인 액세서리 선

행 연구로는 스카프의 조형미를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와 조선시대 전통보와 자수를 활용한 셔츠와 액

세서리 디자인개발에 관한연구, 그리고 현대패션에

나타난 스카프 연출법 및 착용경향에 관한 연구 등

이
1)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으나 모피에 자수를 응용

하여 만들어진 특수소재에 관한 연구가 미비한 것으

로 보여진다.

본 연구의 목적은 머플러에 있어서 방한을 목적으

로 한 실용성외에도 장식적인 조형미를 부각시켜 디자

인에 응용하고, 고급스러운 모피와 가죽이라는 특수한

소재에 기계자수기법을 더하여 아트 패브릭을 개발함

으로써, 개성을 창출할 수 있는 독창적 디자인을 개발

하고 최종적으로는 고부가가치의 머플러 디자인 개발

의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있다. 머플러의 소재와 디자

인에 고부가가치 고급상품화를 추구함으로써 현대인의

자아 이미지의 고급화 주요 아이템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은 머플러의 개념과 특성을

정의하고 머플러의 종류와 현대패션에 표현된 머플러

디자인을 국내외 패션관련 전문서적과 현대 디자이너

들의 작품사진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또한 본 연구의

주제가 되는 기계자수기법과 표현소재를 응용한 머플

러디자인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

나타난 머플러의 디테일 및 실루엣을 응용하여 디자

인한 총 6작품의 머플러를 제작하였으며, 작품 소재는

모피, 가죽, 울, 양단 등의 바탕직물위에 고급스러운

질감을 표현하기위해서 가죽, 목사, 나일론사 등을 이

용하여 기계자수기법으로 문양을 장식하고 비즈를 덧

붙인 아트 패브릭을 개발하여 디자인하였다.

Ⅱ. 머플러(Muffler)의 정의
머플러와 스카프는 역사가 오래된 액세서리이다.

인체의 보온과 보호의 역할에서 출발하여 전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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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Christian Lacroix

06 F/W, Paris

- http://www.firstviewkorea.com

<그림 6> Gianfranco Ferre

06 F/W, Paris

- http://www.firstviewkorea.com

<그림 7> Issey Miyake

06 F/W, Paris

- http://www.firstviewkorea.com

<그림 8> Moschino

06 F/W, Paris

- http://www.firstviewkorea.com

<그림 9> Etro

06 F/W, Paris

- http://www.firstviewkorea.com

<그림 10> Issey Miyake

06 F/W, Paris

- http://www.firstviewkorea.com

스타일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패션 액세서리로서 그

역할의 의미와, 범위가 시대와 더불어 변용되었으며

다양한 이름과 용도로 사용되어 왔다.

스카프의 어원은 프랑스어의 에스카르프(Escarpe)

에서 발전한 에샤르프(Echarpe)2)이다. 스카프가 사

용되는 인체부위에 따라 세분된 명칭을 보면 <그림

1>에서는 목에 두르거나 머리를 싸매는 장식용의 스

카프(Scarf), <그림 2>는 목에 두르며 먼지를 막고

장식도 겸한 네커치프(Neckerchief), <그림 3>은 대

형으로 어깨를 덮은 쇼올(Shawl)이 있으며, 그 외에

<그림 4>는 방한과 장식성을 겸비한 장방형이며 대

형인 스톨(Stole)과 방한용이면서 소형의 직사각형인

머플러(Muffler)
3)
등이 있다.

Ⅲ. 현대 패션에 표현된 머플러
1. 현대 패션에서 머플러의 중요성
현대 사회에서는 개성 있는 패션 감각이 요구되고

있으며, 의복에 대한 개념 또한 많은 변화를 갖게 되

었고 그에 따라 액세서리의 역할도 점차적으로 중요

하게 인식되었다.

머플러는 <그림 5>4)처럼 퍼에 자수를 놓거나, <그

림 6>5)은 니트를 붙이거나, <그림 7>6)은 실크와의

결합으로, <그림 8>
7)
은 브로치로 고정시켜 늘어뜨거

나, <그림 9>8)는 모피로 술을 만들어 표현하거나,

<그림 9, 10>9)은 니트를 엮어서 만들 형태 등의 여러

가지의 연출방법, 소재, 형태에 따라 손쉽게 독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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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목에 두른 스카프

- COSMOPOLITAN, 2004. 12.

<그림 13> 손목에 맨 스카프

- COSMOPOLITAN, 2004. 12.

<그림 14> 모피 머플러를 한 연예인

- COSMOPOLITAN, 2004. 12.

<그림 15> 밍크 머플러를 두른 연예인

- COSMOPOLITAN, 2004. 12.

<그림 16> 이마에 두른 스카프

- COSMOPOLITAN, 2004. 12.

<그림 17> 머플러를 여러겹 연출

- COSMOPOLITAN, 2004. 12.

조형미를 나타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것은 단순

한 액세서리가 아닌 개인의 개성에 의해 자유롭게

착용하며 변화를 주어 자신만의 패션을 만들어 내고

연출 할 수 있는 하나의 훌륭한 소품이 된 것이다.

2. 현대패션에서의 머플러(Muffler)의 활용
옷은 착용자가 누구인가를 전달해주는 ‘무언의 언

어’ 또는 ‘무언의 상징’이다.

그러나 옷이 갖는 상징의 이미지는 언제나 고정되

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 또는 문화에 따라 변화되

어 또한 사회속에서 제한된 가치를 갖게 된다.

<그림 8>는 스카프 용으로, <그림 9>은 손목밴드

용으로, <그림 10>은 남자 연예인이 방한기능 뿐 아

니라 개인의 이미지를 표현하면서도 여성이 착용하

여도 무방해 보이는 모피 머플러를 두르고 있으며,

<그림 12>는 방한의 목적보다는 다른 사람과는 상이

한 자아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한 장식성이 엿보인다.

대량생산 기술의 발달 및 이에 따른 확대로 인해 현

대인의 비개성화가 진행되면서 액세서리로서의 역할

이 더욱 중요해진 머플러는 현대의 산업 과학의 발

달과 현대인들의 인식의 변화로 소재나 형태, 남녀의

구분 없이, 착용하는 방법에 큰 제약을 받지 않고 있

다.10) 현대인의 옷차림 속에서의 머플러는 자아 이미

지를 표현하기 위한 특별한 매체이며 동시에 착용을

통해 방한과 방진의 기능적인 효용도 얻을 수 있는

패션 아이템이 되었다.

Ⅳ. 머플러의 소재 및 기법
머플러의 소재에는 모직물, 모피, 나일론, 실크, 레

이스, 편물, 견직, 모직, 화학섬유, 모피 등 사용 목적

에 따라 소재가 달라지기는 하나 특별히 제한되어

있지는 않다.11)

본 장에서는 모피․가죽․자수의 서로 이질적인

소재로 결합된 디자인 개발을 위해 모피, 가죽, 기계

자수 등 소재의 특성을 먼저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모피
모피는 주로 Fur라 하며,12) 모피와 관련된 용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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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가죽의 층에 따른 명칭

는 Skin, Fur, Pelt, Kip 등이 있다.

모피의 역사는 거의 나체로 생활하던 인류의 선조

들이 동물의 모피를 방한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선사

시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13) 이후 지속적으로 의복으

로 발전하여 온 모피는 중세시대에는 왕족, 귀족, 승려

들의 높은 권력이나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물로 이용되

었으며 일반 서민들까지도 토끼, 고양이, 개 등의 모피

에 염색을 하여 입었다.14) 그 중에서도 Ermine과

Sable은 털의 색깔과 고급스러운 특성으로 인해 귀족

들의 의복에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15)

근세시대에는 모피가 왕족․귀족과 같은 상류 계

층들이 놓은 권력이나 부를 상징하는 도구로 주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유한 중산층까지 모피를

사용하였으며 모피가 권력과 부의 상징 외에도 패션

의 하나로 작용하기 시작하였다.16)

근대 이후 19세기 중반부터 모피가 완전한 패션으로

정착하게 되었는데 파리의 패션 계에 모피 의류제품이

등장한 것은 1870년대로 이때에 처음으로 안감용이 아

닌 겉옷 전체를 모피로 만든 디자인이 발표되었다.17)

모피 동물의 사육이 문명국으로 확산되면서 고급 모피

의류는 “입는 보석”으로 평가받게 되었으며 모피의류

제품이 패션으로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18)

복식에 사용되는 모피 동물은 그 종류가 100여 종

에 이르나, 고급 모피를 생산하는 동물은 여우, 밍크,

담비 등 대부분 육식류이며 바다표범, 물개, 비버 등

물 속에서 사는 동물도 좋은 모피를 생산한다. 반면,

설치류에 속하는 친칠라, 다람쥐, 명주 쥐 등과 토끼

등은 귀여운 소 동물로 초식성이며 온순한 동물인데,

털은 아름답고 부드러우나 꺾여 부러지기 쉽고, 스칠

경우에 약하고 피질도 얇은 편이다. 따라서 일반적으

로 육식동물의 모피는 튼튼하고 초식동물의 것은 비

교적 약하다고 할 수 있다.
19)

2. 가죽
인류가 사용하기 시작한 어떠한 형태의 도구, 그

릇 또는 섬유보다도 가장 먼저 인간 생활과 함께 시

작하여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가장 오래된 역

사를 가진 가죽은 처음에는 사냥이나 사육한 동물로

부터 얻어진 가죽을 옷이나 천막으로 사용하기 시작

하였다. 주로 사용되는 가죽의 종류는 소(Cow), 말

(Horse), 염소(Goat), 양(Sheep or Lamb), 돼지(Pig),

파충류(Reptile) 등이 있다.20) 가죽은 층(layer)별에

따라 <그림 17>
21)
과 같이 풀 그레인 나파(Full Grain

Nappa)22), 스웨이드(Suede), 스플리트(Split)23)로 나

뉘며 표면 처리에 따라 버핑(Buffing), 엠보싱(Em-

bossing), 래미네이트 코팅(Laminated Coating)
24)
,

아닐린(Aniline)등으로 구분된다.

3. 기계자수
원래 ‘자(刺)’는 바늘땀을 나타내고, 천의 올을 주

워서 꽂는데 반하여 수(繡)는 자의 기법을 사용해서

올에 관계없이 자유로이 꿰매 가는 방법을 의미하였

다. 기계자수의 시초는 1790년 영국의 세인트(Saint,

T.)가 처음 만들어 손바느질을 기계로 시도한 재봉기

였다.25) 한국의 기계자수는 1950년대에는 사실적인

묘사의 자수를 주로 하였고, 1960년대에는 점차 양식

화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1970년대에는 염색한 바탕

직물 위에 표현된 추상적인 자수가 나타났으며,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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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John Galliano

06 F/W, Milano

- http://www.firstviewkorea.com

<그림 19> Bluemarine

06 F/W, Milano

- http://www.firstviewkorea.com

<그림 20> Sorced By Ponte Vecchio

06 F/W, Milano

- http://www.firstviewkorea.com

<그림 21> Anna Escuer

06 F/W, Milano

- http://www.firstviewkorea.com

<그림 22>Emanuel Ungaro

06 F/W, Milano

- http://www.firstviewkorea.com

<그림 23> Saracino

06 F/W, Milano

- http://www.firstviewkorea.com

년대 이후부터는 추상적이고, 조형성이 강한 디자인

과 다양한 재료의 사용 및 자수 기법의 응용을 그 특

징으로 하고 있다.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자수 산업은 수출산업의 일부를 담당하면서, 세계시

장에 한국인의 솜씨를 알리는 한편 외화 획득에 한몫

을 하였고 기계자수 기능을 가진 전문인들은 섬유예

술분야와 산업 자수로 일반 대중에게 기여하고 있다.

자수 재봉기의 종류는 용도와 기능에 따라 본봉재

봉기, 지그재그 본봉재봉기, 직선 환봉 재봉기, 공업

용재봉기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기초수법이 종류에

는 점선수, 점선 돌림수, 선수, 입봉 수, 겹 수, 가름

수26)가 있고 응용 수법에는 아플리케, 마디 수, 컷워

크, 명찰 수, 누비수, 입체 수, 솔잎수 등이 있다.
27)

기계자수에 많이 사용된 소재는 견직, 모직, 마직, 화

학섬유, 종이, 망, 돗자리, 캠퍼스 등이 사용되고 있

으나 주로 견직, 모직, 마직이 많이 사용된다.
28)

4. 현대 패션에 나타난 모피와 가죽의 장식
머플러는 여러 가지 연출 방법에 따라 개인의 개성

과 자아 이미지를 표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

으며 소재의 제한을 받지 않아 현대인들의 감성을 표

현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준다. 현대 패션에 모피와 가

죽을 사용한 다양한 장식 기법들을 분류해 보면, <그

림 18>29)는 스웨이드 재킷에 수를 놓아 고급 성을 더

하고, <그림 19>
30)
는 니트에 모피를 끼워 붙이기도 했

으며, <그림 20>31)은 모피의 앞면과 뒷면을 패치워크

하였다. <그림 21>32)은 비즈로 트리밍을 하여 자연색

의 컬러 모피에 우아함을 더 했으며, <그림 22>
33)
는

오렌지 컬러 자체의 아이템을 부착하여 에메랄드 색

을 더욱 돋보이게 하였다. <그림 23>34)은 구슬 장식을

여러 개 겹쳐달아 독특한 조형미로 다양한 표현 방식

을 잘 보여주고 있다.



服飾 第61卷 6號

- 80 -

일러스트 제작과정 결과물

- 필자디자인, 2005. 1.
밍크위에 자수 놓는 모습

- 필자촬영, 2005. 1.
- 필자촬영, 2005. 1. 25.

<표 1> 작품 1

Ⅴ. 작품제작
1. 작품제작 의도
현대인들의 패션시장은 날로 친근하고 넓은 시장

으로 다가오고 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각자의

개성과 취향대로 치장하려는 여성과 남성들에게 의

상과 더불어 동반되는 패션 악세서리는 의상과 동

일하게 중요한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런 각

자의 독특한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 제작 방법

또한 비즈, 자수, 리본, 염색 등의 반짝이거나 화려

한 색상의 소재를 부피감 있는 모피나 가죽, 편직물

에 더하여 색다른 소재로 다양한 머플러가 제작되

고 있다.

본 장에서는 실제작품을 통해 착용할 수 있는 기능

성과 머플러라는 액세서리의 장식성과 방한성을 살리면

서 다양한 소재의 결합을 응용하여, 창의적인 디테일과

형태를 가진 머플러를 개발하여 현대인의 머플러를 이

용한 개성과 자아 표현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 머플러가 가진 특성과 역할에 따라

현대인의 개성 및 자아 이미지 표현을 위한 액세서

리로 다양한 형태의 머플러를 총 6작품을 디자인, 제

작하였다.

2. 작품 해설 및 실물제작
1) 작품 1

목을 감싸는 머플러로서 밍크의 외형을 유지하면

서 작품으로 목을 감았을 경우 결속이 가능한 기능의

디자인으로, 결속시켰을 때 한손으로 토끼 귀를 잡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밍크의 한쪽에

여밈 구멍을 만들고 다른 끝단은 토끼의 귀처럼 두

갈래로 나누어 양쪽의 결속 시 결속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디자인을 적용하였다. 작품의 소재로는 Male

밍크, 양단, 나일론사, 비즈 등이 사용되었다. 색상은

Green 칼라를 적용하여 동양의 기하학적 국화를 모

티브로 사용하였다. 형성기법으로는 탈 염색, 점선수,

점선 돌림수, 선수, 비딩 등을 사용하였다.

작업방법은 바탕직물을 초록색으로 탈염색한 Male

밍크로 사용하였고, 두 장의 꽃문양 모티브를 도안한

후에 모양을 따라 광택이 있는 비스코스 레이온사로

점선수를 이용하여 문양을 표현 하였다. 이때 털의

기모는 라인을 따라 눌려서 전체적 문양의 모양을

보여준 후 도안용지를 보며 점선돌림수, 선수를 사용

하여 문양 하나하나를 표현하였다. 비즈장식을 한 밍

크의 뒷면을 셔링 처리한 후 뒷면에 충전제를 넣어

양단으로 봉제 처리 하였다. 그린계열의 밍크와 레드

계열의 양단의 보색대비를 통해 개성을 표현하면서

고급스러운 양단의 광택과 비즈 장식으로 표현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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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제작과정 결과물

- 필자디자인, 2005. 1.
Racoon 자수문양

- 필자촬영, 2005. 1.
- 필자촬영, 2005. 1. 30.

<표 2> 작품 2

일러스트 제작과정 결과물

- 필자디자인, 2005. 1.
패턴

- 필자촬영, 2005. 1.
- 필자촬영, 2005. 1. 30.

<표 3> 작품 3

으며, 착용 시 고정시킬 수 있도록 여밈 구멍을 만들

어 편리성을 주도록 디자인하였다.

2) 작품 2

한쪽 어깨에 걸치는 머플러로서 라쿤의 모양을 유

지하여 살아있는 라쿤이 어깨에 올라와 있는 듯한

동적인 느낌을 살린 디자인을 추구하였으며 동양적

모티브인 수선화를 라쿤의 외관에 화려한 꽃의 칼라

와 무늬로 자수를 놓아 여성의 장신구로서 또다른

생명력을 불어넣어 보았다. 사용 소재는 Racoon, 양

단이며 주 색상은 Purple로 하였다. 동양의 수선화를

문양의 모티브로 하여 탈 염색, 점선수, 입봉수, 겹수,

가름수의 형성기법을 적용하여 제작하였다.

작업방법은 Natural Racoon을 탈색 후에 보라색으

로 염색하여 바탕직물을 만든 후 꽃문양 도안용지를

바탕 직물위에 올려놓아 점선수로 문양을 표현하였

다. 바탕 직물 위의 도안용지를 떼어 내면 털의 기모

는 전체적인 문양에 따라 눌려지고, 또 하나의 동일

한 도안용지를 보면서 바탕 직물위에 점선수를 따라

털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다루며 입봉수, 겹수, 가

름수로 입체감을 최대한 살려 동양자수를 표현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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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제작과정 결과물

- 필자디자인, 2005. 1.
자수 문양

- 필자촬영, 2005. 1. 24.
- 필자촬영, 2005. 1. 30.

<표 4> 작품 4

다. Racoon의 모양을 살려 전체라인을 양단으로 합

봉하여 집게를 넣어 착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단순한 모피에 탈 염색하여 자수로 장식함으로써 자

칫하면 단조롭게 보일 수 있는 모피 머플러를 개성

있게 표현하여 제작하였다.

3) 작품 3

한국의 조각보와 같은 형태로 어깨를 충분히 감쌀

수 있는 형상의 머플러로서 뉴트리아에 연꼿잎 문양

을 접목해 사각 연꽃 연못을 표현하였다. 뉴트리아가

주는 고급감에 비해 다소 화려해 보일 수 있는 문양

과 색채를 적용시켜 더욱 시각적으로 부각되도록 디

자인하였다. 사용 소재는 뉴트리아(Nutria), 가죽,

Satin Silk이며 적용 색상은 Black & Purple을 메인

색으로 하였다. 문양의 모티브로는 연꽃의 동양자수

이며 패치워크, 마디 수, 점선수, 등배 작업의 형성

기법을 적용하였다.

작업방법은 새틴 실크(Satin Silk)위에 가죽으로

연꽃 문양을 잘라 오려 패치워크 한 후 마디수, 선수,

점선수를 사용하여 정교하게 표현했다. 가장자리에

뉴트리아(Nutria)를 블랙으로 염색하여 붙인 후에 털

의 부피감의 차이로 인한 형태 변형을 막기 위해 등

부분은 등 부분을, 배 부분은 배 부분으로 서로 연결

시켜 붙인 후(등배 작업) 착용 시 편리하도록 여밈

리본을 달아 주었다. 가죽의 차가움을 부드럽고 따뜻

한 뉴트리아를 이용하여 보온성을 더하고, 블랙과 대

비되는 보라색으로 고급스러운 장식성을 표현하도록

디자인하였다.

4) 작품 4

모자와 목도리의 결합 형태로서 방한용 컨셉의 머

플러를 제안해 보았다. 양쪽에 충분히 길게 늘어뜨린

목도리 부분은 우선적으로 얼굴 상부를 따뜻하게 보

호할 수 있도록 얼굴 하단부부터 두 갈래로 절개하

였으며 절개부는 목을 감거나 묶을 수 있도록 디자

인하였다. 또한 모자의 역할을 하는 부위에는 장식을

통해 방한용이기는 하지만 충분히 개인의 개성을 표

출할 수 있는 장신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

하였다. 사용한 소재로는 뉴트리아(Nutria), 라쿤

(Racoon), 양단, 자개비즈, 진주비즈이다. 메인칼라는

Black & Natural Color를 사용하였다. 동양자수의 기

하학적 국화를 문양의 모티브로 삼아 점선수, 점선

돌림수 , 링킹 봉제, 비딩의 형성기법을 적용하였다.

작업방법은 기하학적인 꽃잎 문양과 줄기를 도안

후(2장) 바탕 직물위에 점선수로 전체 문양을 표현

하였다. 바탕 직물위의 도안용지는 1장 떼어 내고,

남은 1장의 도안 용지를 보며 점선수 라인이 잘 보

이도록 털의 기모를 하나하나 다루며, 점선돌림수,

겹수를 사용하여 뉴트리아와 내추럴 라쿤(Raccon)위

에 표현하였다. 블랙으로 염색한 뉴트리아(Nut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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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제작과정 결과물

- 필자디자인, 2005. 1.
자수패턴

- 필자촬영, 2005. 1. 24
- 필자촬영, 2005. 1. 30.

<표 5> 작품 5

일러스트 제작과정 결과물

- 필자디자인, 2005. 1.
자수 패턴

- 필자촬영, 2005. 1. 24.
- 필자촬영, 2005. 1. 30.

<표 6> 작품 6

모자 6개의 조각 사이에는 뉴트리아를 0.3㎜로 자른

후 전체적으로 특수 봉제인 링킹 처리하고 귀마개를

이은 후, 비딩 처리하여 내부 퍼(Fur)는 블랙 양단으

로 덧대었다. 머플러와 모자, 귀마개를 결합시켜 형

태에 변형을 주면서, 장모와 단모의 대비로 부피감을

더하여 방한성을 높였다. 자개장식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하여 제작했다.

5) 작품 5

몽골 지방의 방한용 장식과 무늬를 한국적 해석으

로 자수 도안하여 이국적 느낌이 표현되는 모자 목

도리 일체형 머플러를 디자인 하였다. 양쪽에 길게

늘어뜨려 디자인한 부분은 목을 감았을 경우에는 충

분한 방한기능과 개성적인 연출성을 부여하였으며

그대로 길게 늘어뜨리는 것만으로도 긴 생머리가 늘

어지는 듯한 느낌으로 여성성을 강조한 디자인으로

정리하였다. 사용소재는 양피스웨이드, 뉴트리아, 양

단, 목실, 은사, 비즈이며 메인 칼라는 Black을 사용

하였다. 페이즐리 문양을 모티브로하여 펀칭 (컴퓨터

자수 데이터 입력), 점선수, 점선 돌림수, 선수, 등배

작업 등의 형성기법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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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방법은 블랙 양피 스웨이드를 바탕 소재로 하

여 페이즐리 문양을 도안 후 문양 기법 하나하나를

펀칭하여 데이터 디스켓을 만든 후 입력된 컴퓨터 자

수로 점선수, 점선 돌림수, 선수를 목실과 은사로 표

현한 후 비즈 장식으로 입체감을 더했다. 등과 등, 배

와 배 (등배 작업)를 연결 후 셔링 처리한 뉴트리아

와 컴퓨터 기계자수로 제작된 양피 스웨이드를 연결

후 양단으로 안감을 처리하였다. 에스키모 형 모자와

머플러를 합하여 형태의 변형을 주었고, 외부에 자수

와 비즈로 장식을 하여 개성을 더하여 제작하였다.

6) 작품 6

여성의 쇄골을 부각시키는 장신구로서의 머플러를

제안해 보았다. 가볍게 어깨부위를 포근히 덮어주는

머플러로서 고급스러운 블랙밍크위에 화려한 꽃을

아기자기한 자수로 처리하여, 밍크의 무게감이 좀 더

경쾌하게 표현되도록 악세사리성을 강조하였으며 동

양적인 작은 사각 자개장 같은 형태의 직사각형으로

마무리 정리하였다. 사용한 소재로는 Female Mink,

실크 새틴 리본 등이며 주요 색상은 Black이다. 수선

화를 문양의 적용 모티브로 사용하였으며 유연제 처

리, 렛아웃작업, 입봉수, 겹수, 선수, 가름수, 입체수를

형성기법으로 적용하였다.

작업방법은 드레이프성을 표현하기위해 유연제 가

공 처리와 머플러길이를 길게 하는 방법인 렛 아웃

작업 방법으로 크기를 조절하였다. 오리엔탈 풍의 강

세로 비스코스레이온 수실 컬러를 비비드(Vivid) 톤

과 파스텔 톤의 색상으로 꽃문양을 입봉수, 겹수, 선

수, 가름수, 입체수 등 다양한 기법을 넣어 표현하였

다. 밍크의 뒷면의 안감과 여밀 수 있는 리본을 블랙

실크 새틴으로 제작하였다. 고급스러운 광택의 블랙

의 색이 비비드한 컬러들과 어우러져 고급스럽고 여

성스러움이 더하여 우아하고 자신 있는 여성을 표현

할 수 있는 이미지로 디자인하였다.

Ⅵ. 결론
첫째, 머플러는 소재와 문양에 의한 화려한 장식

성으로 의상과 코디네이션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장점과 함께, 방한을 목적으로 한 실용미를 가변적인

새로운 조형미로 표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유연제처리와 렛아웃 공정에 의한 자연스러

운 드레이핑을 이용함으로써 머플러의 디테일과 실

루엣에 새로운 차원을 부여 할 수 있었으며 현대적

이며 엘레강스한 머플러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

었다.

셋째, 양단과 같은 평면적인 바탕 직물에 모피, 가

죽, 다양한 실들로 풍부한 질감을 부가하여 고부가가

치의 아트 패브릭을 개발할 수 있었으며, 컬러와 질

감의 대비효과로 머플러 디자인의 형태미를 강조할

수 있었다.

넷째, 연구에 의해 개발된 특수 소재 위에 다양한

기법을 응용한 기계자수를 추가함으로써 창의적이며

새로운 질감의 표현이 가능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패션 액세서리에 불과했던 머플러

에서 창의적 디자인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이질적인

소재를 통해 얻어지는 표현이 자아 이미지 표현에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입증하였다. 또

한 세계 패션 트랜드를 고려하여 본 연구자의 경험

과 미적 감각을 바탕으로 독창적인 디자인을 직접

개발하고 제작함으로써, 한국의 액세서리 디자인 중

머플러 디자인의 발전에 새로운 기초를 제공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선행 연구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조형성과 제작 기법의 응용을 통해 패션 상

품의 고부가가치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패션디자인의

영역을 한층 더 확장시킬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특수한 소재를 사용하였는데, 기술자

들의 경험부족으로 모피에 적용하는 자수 기법에 제

한이 있어 그에 따른 연구의 제한이 있었다. 과학의

발전에 따른 기술의 진보로 대체 가능한 특수소재들

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더욱 많은

이질적 소재들의 결합이 이루어져 독창적인 머플러

디자인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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