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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elt, is one of the Korean traditional woolen fabrics, that is thermally excellent and durable, so 
it has been widely used for various living goods from the ancient time to the modern society. 
Felt makes various changes in colors and shapes, does not change easily even after a long-term 
use, and is easy to clean. In this study, the origin and history of felt were researched. Also, dif-
ferent kinds and shapes of felt and the currently used manufacturing technique, and how the 
Korean traditional pattern-applied cultural products were developed using felt were examined as 
well. The method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felt manufacturing techniques used after in-
vestigating the precedent studies, books, records and literatures of museums, the existing relics of 
felt were examined. Second, the conditions of the traditional pattern-applied cultural products 
were found out through the precedent studies after examination of kinds and symbols of the 
Korean traditional patterns. Third, patterns that were applied to cultural products were selected 
and designed with new patterns. Fourth, the past techniques were conducted with the following 
three methods by referring to the range of cultural products manufacturing; )color felt made 
with one color, pattern felt, and pattern-embroidered felt. Fifth, the following products combined 
with decoration and practical application by applying felt techniques were used. This study was 
aiming at the development of practical cultural products made with the traditional wool, felt, 
which can receive a good response from all age groups. It is allegedly required to develop vari-
ous cultural products through studies and the rediscovery of the national traditional materials.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study in such a way that diversification and differentiation are made 
through approaches and attempts with various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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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한국 전통 모직물 중 전(氈, felt)은 보온성이 뛰

어나고 질겨서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널리 사용된 소재이다. 이러한 ‘전’은

색상과 형태에서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으며 오랜

기간 사용하여도 변형되지 않고 세탁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남아있는 유물은

많지 않고 ‘전’이 우리나라의 전통 소재 중 하나였음

을 아는 사람들도 거의 드물다.

‘전’은 펠트(felt)라고 잘 알려져 있으며 외국에서

는 작가들에 의해 의상이나 머플러, 예술작품, 취미

공예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전통 모직물로

서의 ‘전’에 대한 선행연구1)와 이를 이용한 문화상품

개발에 관한 논문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을 주요 소재로 하여 우리

민족 고유의 미의식과 장식미를 잘 나타내 줄 수 있

는 한국의 전통문양을 응용하여 전통과 현대가 어울

어지는 문화상품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에 있어서는 먼저 실존 유물과 각종 문헌,

전문서적, 정기간행물, 연구논문, 웹사이트 등을 참조

하여 ‘전’의 기원과 역사, 종류,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제

작기법에 대해 조사하고, 다음으로 한국전통문양과 문

화상품에 대해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

으로 현재 시판되고 있는 문화상품 시장 및 소비자들

에게 선호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상품아이템 등을 선정

하여 ‘전’을 소재로 한 문화상품을 직접 제작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전(氈, Felt)

1) 전(氈, Felt)의 기원과 역사

옛 우리나라의 모제품에 대한 각종 문헌에는 축융

포를 전(氈)이라 기록하여, 일찍이 서아시아로부터

중앙아시아를 거쳐 양과 양모, 그 제품들이 전파되었

으며 제직기술도 전수되면서 발전되어왔다.

우리나라에 양이 들어온 것이 문헌으로 확인되는

최초는 고려 때이다. 고려사(高麗史)에 의종 23년

(1168)에 금(金)으로부터 양 2천 마리를 들여 온 것

을 비롯하여, 원종 4년(1263)에 원(元)으로부터 양

500마리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으나, 일본서기(日本
書紀)에는 추고천왕(推考天皇) 7년(599)에 백제에

서 낙타와 양을 일본으로 보냈다는 기록도 있어 고

려시대 이전에도 우리나라에 양이 있어 양모제품이

생산된 것을 알 수 있다.
2)
‘전’을 사용한 기록은 삼

국사기(三國史記)의 금제 품목 중에 나타나는데 오

두품(五頭品)의 깔개에 ‘전’과 포(布)를 허용한 기록

이 있으며, 신라의 진관에는 모전(毛典)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는 모섬유를 수합하고 모직물 제직과 모

전의 제조를 관장한 전문관청으로 보인다.

‘전’은 모직물의 하나로서 직조에 의한 직물이 아

니라 동물 털의 축융성을 이용하여 수분, 마찰, 압력

등을 가하여 만든 것이다. 보온성이 뛰어나고 질겨

깔개와 벽걸이, 의류, 모자, 신발, 부대, 안장 등 다양

한 생활용품으로 사용되었다. 단색으로 만들어 지는

색전(色氈)이 있고 무늬를 넣은 채전(綵氈)이 있다.

채전은 화전(花氈)이라고도 하며, 무늬를 만드는 방

법은 선염한 모섬유를 문양에 따라서 상감하고 압축

하여 무늬를 나타내기도 하고, 위에 문양염색을 하거

나 자수를 하여 문양전을 만들기도 한다.
3)

신라에서는 오늘날의 축융 카페트와 같은 화전을

제조하여 일본에 보냈는데 지금까지 일본 정창원에

보존되어 있다. 색전과 채전 등 ‘전’으로 만든 깔개가

50여장 남아 있으며 그 중 단색의 모전인 색전 14장,

문양이 있는 화전이 30여장이다. 또한 그 중에는 모

시로 된 부전(付箋)이 있는 모전이 2장 있는데 만든

날짜, 만든 이의 관등, 만든 장소 등이 적혀 있으며

‘염물’이라는 단어가 남아있어 신라의 이두로 표현되

어 있어 신라의 것임을 알 수 있다<그림 1>
4)
.

일본 정창원에 소장되어 있는 신라산 양탄자들은

신라에서 만든 일종의 수출 상품이었던 것으로, 이는

일본에 온 신라 사람에게 물건을 사기 위한 물품 목

록이었던 매신라물해(買新羅物解)를 통해 알 수 있

다<그림 2>5).

매신라물해가 작성된 날짜는 6월 15일에서 7월 8

일 사이, 신라 사절단의 체류 기간과 일치하므로 이

를 통해 모전을 비롯한 300여 가지의 물건들은 신라



服飾 第62卷 1號

- 92 -

<그림 1> 신라산 자색전 6호에 붙어있는 모시 부전

- KBS 역사스폐셜 14화 캡쳐

<그림 2> 매신라물해(買新羅物解)

- KBS 역사스폐셜 14화 캡쳐

사절단과의 공적인 교역을 통해 구입하려던 물목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신라물건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은 5

위이상의 고위 귀족들로 지위의 고하에 따라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양이 제한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모

전은 단순한 수입품 이상의 의미로써 일본 귀족문화

의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을 뿐 아니라 상층 귀족문

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였음을 알 수 있다.6)

조선시대 ‘전’을 만들던 전문공장으로는 경국대전
(經國大典)에 기록된 ‘전장(氈匠)’이있고, 육전조례
(六典條例)에 기록된 ‘모전장(毛氈匠)’이 있다.7) ‘전’
은 매년 절기와 궁중의례 시에 궁중의 각 전(殿)에

진상되어 궁중에서 깔개, 의류 등으로 소용되었던 품

목이었다. 궁중발기(宮中撥記)별부상납건기(別付上
納件記, 1880년)에는 다홍(多紅), 천청(天靑), 녹(綠),

양자지(洋紫芝) 등으로 물들인 색전을 상납한 기록

이 있다.8) 조선시대에는 모섬유 재료에 따라 우모전

(牛毛氈), 양모전(羊毛氈), 이전(狸氈) 등 다양한 재

료의 전이 재조되기도 하였다.
9) 동국통감에는 고종

18년에 헌상된 어의(御衣)에 오색전(五色氈)이 덮여

금은, 금수로 장식되어 사치함이 극치에 이르렀다는

기록도 있다.
10)
‘전’은 주로 깔개로 사용했으며 좌식

생활을 하면서 딱딱한 바닥과 추위를 견디기 위해

방석 및 카펫의 용도로 왕, 귀족, 승려 계급에서 대

부분 사용했으며 그 외 갑옷, 신발, 모자 등 군대에

서 추위와 비를 막기 위한 갑옷의 겉감으로 사용하

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의 양 사육과 양모 생산에 있

어서 그 보급과 생산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

에도 불구하고 문헌기록과 조선후기의 풍속자료를

보면 ‘전’ 재료의 품질은 다르지만 상류층에서 서민

층까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출

토된 복식이 다른 시대에 비하여 풍부함에도 불구하

고 ‘전’이 출토된 경우가 거의 드물고, 19세기 모자와

갑옷, 생활용품 유물에서 일부 보이고 있을 뿐이다.11)

2) 전(氈, Felt)으로 만든 유물의 종류
(1) 모자류

전립(氈笠)은 상층과 하류계급에서 모두 착용되는

것으로 조선후기까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다른 점

이 있다면 상층계급의 모자보다는 조약한 펠트직으로

각종 짐승의 털로 만들었기 때문에 윤기가 적고 털이

섬세하지 못하다. 조선상식(朝鮮常識)에 의하면 원

래 전립은 짐승의 털로 펠트를 만들고 그것을 골에

넣어 둥근 모옥(帽屋)에 양태를 단 입자형으로 만든

것으로 전립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12)
<그림 3, 4>.

선조실록(宣祖實錄) 선조 26년(1593년)에 개정

된 복식착용에 대한 여러 차례 논의한 기록에 의하

면, 모든 금군은 전립을 쓰고 소매가 좁은 포(袍)를

입게 하라고 하였다. 또 연려실기술(練藜室記述)과 청
장관전서(靑莊館全書)에 의하면, 정묘호란 때 사대

부와 무인들 모두 전립을 착용하였고, 이후에도 사계

절을 통해 항상 착용하여 폐단이 크다고 하였으니

전립은 군사들만 착용하는 모자였으나 병자, 정묘호

란 이후로 문·무관 평민들이 모두 통용된 것으로 보

인다. 헌종실록(獻宗實錄) 헌종 7년(1841) 3월에

근래에 장신(將臣)들이 모두 죽전립(竹戰笠)을 쓰고

있으니 이제부터는 구례(舊例)대로 모두 모전립(毛

戰笠)을 착용하라고 하였는데 이는 증보문헌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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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전립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 한국 복식 2천년,

p. 36.

<그림 5> 백전립

단국대학교 석주선

기념박물관 소장

- 한민족 역사도감

의생활, p. 39.

<그림 6> 돌모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 한국 복식 2천년,

p. 40.

<그림 3> 전립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 한민족 역사도감

의생활, p. 37.

<그림 7> 김홍도

풍속화첩 中 신행

- 조선시대 풍속화,

p. 195.

<그림 8> 벙거지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 한민족 역사도감

의생활, p. 52.

<그림 9> 털벌립 제주대학교

박물관 소장

- 제주의 복식,

pp. 101-102.

(增補文獻備考)고종 원년 (1864)에도 같은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1800년대 전후로 상급관리,

특히 문신(文臣)의 경우 죽전립을 많이 착용한 것으

로 보이며 반면, 돼지털과 여러가지 짐승의 털을 섞

어서 만든 전립은 주로 군인들이 착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하졸이 사용한 장식이 거의 없는 전립은 벙

거지, 벙테기라고 하였다.

백전립은 조선후기 무관이 국상(國喪)때 사용한

것으로, 돼지털을 두들겨 만든 상모(喪帽)이다. 정자

와 매미 등을 간략하게 장식하고, 양태에 두르는 끈

과 전립끈을 백색이나 옥색으로 하여 상중(喪中)임

을 나타내었다.13)<그림 5>

돌모는 농악무(農樂舞)를 출 때 농악군이 쓰는 전

립모양의 갓으로 전립보다 상모(象毛)를 길게 만든

것이 특징인데 농악 시 상모를 돌린다 해서 돌모라

고 하였다.14)<그림 6>

벙거지는 전립과 유사하나 모정이 작고 테가 평평

하며 넓은 형태의 모자이다.15)<그림 8>.

조선후기 김홍도의 풍속화 <그림 7>16)에서는 이러

한 벙거지를 착용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 이 모

자의 수요가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9>은 벙거지 형태로 제주도에서는 ‘털벌립’

이라고 불렀으며 봄철 소와 개가 털갈이를 할 때 나

온 잔털을 모아 깨끗이 빨아 말린 후 활로 튕겨 덩

어리의 상태를 완전히 풀어낸 뒤 모자 골에 맞춰 늘

어놓고 열과 수분, 압력을 가하고 콩풀을 먹여 굳힌

뒤 펠트식으로 제작한 것이다. 어떤 비바람이나 압력

을 가해도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따뜻하고 실용적이

라 제주도민의 생활에서 요긴하게 사용되었다.17)

(2) 의복류

‘전’이 의복에 사용된 예는 그리 많지 않다. 19세기

유물에서 배자의 안감이나 갑옷에 사용된 경우가 있

고, 문헌에 의복에 사용된 몇 가지 예를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시대가 가장 많이 올라가는 것은 성조대

에 편찬된 악학궤범(樂學軌範)에 기록된 ‘전’이다.

‘전’은 양모전으로 관복도설(冠服圖說) 아악의 순, 탁,

요 등을 잡는 악공이 착용하는 홍금비구(紅錦臂鞲)

의 안감에 붙이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악학궤범의 역

주에 따르면 비구는 넓은 소매를 동여매는 팔찌 같

은 것으로 홍금비구는 아악(雅樂) 연주 시 공인이

팔에 껴서 착용한 복식이다.

<그림 10> 다듬질한 흰 비단에 단청에 그는 금문

(錦紋)을 그리고, 안감은 붉은 비단을, 속에는 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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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홍금비구 복원이미지

- http://d-joseon.culturecontent.com/index.asp

<그림 11> 두석린갑주(豆錫鱗甲冑)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 고려대학교박물관 명품도록, p. 125.

전을 대었으며 4개의 귀퉁이에는 붉은 색 비단끈을

달았다. 비구는 군사들이 갑옷이나 융복(戎服)을 착

용할 때 소매가 펄럭여서 동작에 방해가 되지 않도

록 팔을 감싸는 토시 같은 것으로 가죽으로 만들며

비의(臂衣)라고도 하였다. 여기서는 무무(武舞)의 악

생들이 비란삼과 백주중단의 넓은 소매자락을 잡아

주기 위해 착용했던 것으로 보인다.18)

영조 28년에 편찬된 상방정례(尙方定例.1752)는
궁중에서 소용되는 품목을 적어놓은 것으로 ‘전’을

사용한 의복과 생활용품들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

되어 있다. 대상에 따라 사용된 ‘전’의 구성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데, 전삼(氈衫)의 경우 반사(頒賜)

용품과 세자궁으로 들어가는 물품의 구성이 다르다.

반사품(頒賜品)의 경우 겉감은 청면포(靑綿布)을 쓰

고 안감으로 우모전을 사용하지만 세자궁 및 의빈소

(儀賓所)로 들어가는 전삼은 색상이 있는 ‘전’을 직

접 겉감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 전삼은 주로 왕실용

품이나 왕의 사급이나 반사 품목으로 나타나고 일반

적인 군사용품에는 나타나있지 않았다. 그만큼 사용

대상자에 제한이 있으며 귀한 품목이었음을 알 수

있다.

군사용품에서 사용된 ‘전’은 현재 남아있는 갑옷유

물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문화재관리국(1987)에 의해 조사 된 18~19세기의

36개 갑옷 유물 가운데, 겉감에 사용된 직물의 비율

을 보면 ‘전’이 15건, 면이 11건, 견이 10건이다. 이

가운데 겉감에 주로 ‘전’을 사용한 갑옷은 두석린갑

주(豆錫鱗甲冑)를 비롯하여 두정린갑(頭釘鱗甲)과

두정갑(頭釘甲)으로 나타났다.19) <그림 11>

(3) 생활소품류

생활소품으로 사용된 ‘전’은 주로 깔개, 방석, 침구

류의 재료로 많이 쓰였다.

화전은 특별히 외국과의 무역품이나 왕실 의장으

로 사용되어 생활용품에서도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

고 있다. 화전(畵氈)은 화전(花氈)의 일종으로 추측

되는데 색상이 없는 원래의 펠트조직에 문양이 들어

갈 부분의 털을 제거하고 염색한 털을 문양대로 집

어넣고 다시 축융 한 것으로 통일신라시대의 화전은

현재 일본 정창원에 소장되어있다. <그림 12>
20)
, <그

림 13>21), <그림 14>22), <그림 15>23)

만기요람(萬機要覽)재용편(財用編) 권 4에는 ‘욕
석(褥席) 한 개에 겉은 다홍광적으로 하고 속 재료

로 우모전 4부가 소용된다’고 있다.24) 이는 우모가 섬

유 특성상 양모보다는 펠트직으로서는 질이 떨어지

기 때문에 방석이나 깔개류의 속을 채우는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농정서(農政書)에는 모전을
만드는 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모전을

만들 때는 봄 양의 털과 가을 양의 털을 반반씩 섞

어 쓴다 ...(중략)... 두텁고 크지 않아야 하며 팽팽함



전(氈. felt)을 소재로 한 문화상품 개발에 관한 연구

- 95 -

<그림 12> 자색전 일본

정창원 소장

- 한국직물 오천년,

p. 59.

<그림 13> 보상화문화전 일본

정창원 소장

- 한국직물 오천년,

p. 57.

<그림 14> 감지대화교화전

일본 정창원 소장

- 正倉院裂と飛鳥天平の染織,

p. 110.

<그림 15> 초화조문화전 일본

정창원 소장

- 한국직물 오천년,

p. 58.

과 얇기를 고르게 조절해야 한다. 2년 동안 깔고 자

서 더러워지면 9월이나 10월에 팔고, 이듬해 4~5월

에 모전이 나올 때 다시 새것을 산다”.25) 이러한 기

록은 일반층에서도 전으로 만든 깔개류를 사용하였

으며 시장경제를 통해 구입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

다. 또 사용된 ‘전’이 재활용 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양모전은 주로 실록에 깔개류의

재료로 많이 나타난다.
26)

3) 전(氈. Felt)의 제작기법

수공예적인 펠트기법은 오랜 역사 속에 환경과 문

화의 영향을 각 나라마다 다양한 기법들로 전수되고

있다. 근본적으로 신체의 도구인 손이나 대나무 발,

그리고 기타 도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터키나 몽골

같은 곳에서는 그들의 이동식 원형 텐트나 카펫 등

의 큰 작업들은 낙타나 말 등의 동물을 이용하여 펠

트를 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의 펠트, 즉 ‘전’ 제작방법에 대한 기

록은 조선후기의 농정서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제주

도민의 털벌립 제작방법을 통해 모자류의 ‘전’ 제작

방법을 유추해 볼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외의 제작기

법은 찾아 볼 수 없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전’에

대한 전통적 제작방법은 이어져 오지 않고 있다. 농

정서에 대한 기록을 유추하여 세계의 각 국에서 가

장 오래전부터 사용되어져 온 수공예적 펠트기법과

‘전’의 제작기법이 가장 유사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

라서 이번 연구에서의 ‘전’의 제작기법은 현재 일반

적으로 사용 되어지는 펠트의 기법들을 중심으로 고

찰하고자 한다.

(1) 양모펠트

양모펠트는 양모를 커팅한 후 교차시켜 원하는 두

께 만큼 층층이 쌓아 올린 뒤 망사나 모기장으로 말

아 겹겹이 쌓인 양모의 층이 보존 되도록 한 후 충

분한 양의 비눗물로 적신 다음 끝까지 손으로 타원

형을 그려주듯이 살며시 가볍게 비벼서 만든 것이다.

펠트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섬유의 상태를 확인하면

서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뭉친 곳의 섬유를

펴 주는 작업을 한다. 원단이 충분히 튼튼하게 되었

으면 망사나 돗자리를 벗겨낸 후 바닥에 던져주거나

밟아주어 더 완성도 있게 축융을 시켜준다. 작품이

충분히 수축되고 적절한 형태를 갖추게 되면 흐르는

물에 충분히 헹군 후 식초를 넣은 물에 마지막으로

헹구어 준다. 마지막으로 형태를 잡아준 후 완전히

건조시켜 준다. 이 기법은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방

법으로 작업의 크기가 작은 경우 해당된다.

역시 초반작업 시 손으로 펠트를 비벼 준 다음에

양모를 대나무 발에 말아 밀어주면서 축융 시키는

롤 테크닉 기법이 있다. 이는 현재 펠트작가들이 가

장 많이 선호하는 대중화 된 기법으로, 전체 면에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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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문 양 특 징

선사

시대

신석기 빗살문, 기하학문 단순한 형태

청동기 태양문, 빗살문, 기하학문 표현대상 확대, 정교한 형태

삼국

시대

고구려 장신구 : 초화문, 인동문, 당초문, 용문, 봉황문

무기류 : 용문, 구문, 봉황문

옹기류 : 격자문, 연화문, 산경문, 조문, 당초문

와 당 : 연화문, 인동문, 귀면문

강건미

백 제 온화함, 윤택미

신 라 외래문화 수용, 이지적 면모

통일신라시대 당초문, 비운문, 인동당초문, 봉황문, 귀갑문 원숙, 세련된 조형미

고려시대
국화문, 모란문, 연판문, 보상화문, 여의두문,

연화당초문, 번개문, 우문, 해문, 월문

호화스런 경향(불교)

자연주의 경향(선종)

조선시대
봉황문, 용문, 호문, 기린문, 어문, 모란문, 십자문, 사군자,

포도문, 석류문, 아자문, 십자문, 우문

종류의 다양성

품격 높은 회화적 장식(유교)

<표 1> 한국전통문양의 시대별 종류 및 특징

고루 펠트 시킴으로 균형 있는 두께와 질감의 효과

를 얻을 수 있다.
27)

그리고 펠트 자동기계, 연마기, 세탁기와 같이 기

계에 의존하는 것으로 아직까지는 세탁기의 사용이

많이 대중화 되어있다. 이러한 기계사용은 역시 손으

로 초반에 펠트를 한 후, 세탁기에 의해 마지막으로

펠트 시키는 방법으로 이는 강한 마찰과 강도를 추

가하여 큰 면적을 빨리 펠트 시키는 것으로, 두껍고

대량 생산일 경우 쉽게 진행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해외에는 몇 가지 자동 펠트기계가 생산

되어 작업 시 육체적 노동에서 벗어나고자 각 펠트

작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누노펠트

양모에 직물을 접목하여 펠트하는 기법으로 누노

펠트라 칭한다. 이 기법은 양모위에 다양한 직물을

깔아 놓은 후 비벼주며 펠트하는 것으로 매우 얇고

성근 조식의 직물에만 가능하여, 실크 퐁제, 쉬폰, 조

젯, 폴리오간자, 면 보일, 거즈, 편물, 레이스 및 기타

변화직 등과 함께 사용하는데, 양모를 많이 사용할수

록 강한 재질감이 형성된다. ‘누노’라는 말은 일본에

서 섬유 또는 직물을 뜻하는 단어로 1994년에 호주

의 섬유작가 Polly Blankney Sirling이 일본 동료 코

타나 사치코와 함께 다른 소재와의 배합을 통해 가

벼운 펠트를 개발하고자 양모에 다른 소재를 사용하

여 만든 펠트를 ‘누노펠트’라 칭하면서 탄생하였다.
28)

그 후 그녀의 펠트 워크샵을 통하여 각 나라에 그

기법이 전해졌다. 이 기법은 베이스가 되는 원단 전

체를 울로 완전히 덮을 수도 있고 디자인 컨셉에 맞

게 장식을 할 수도 있어 제작 의도에 따라서는 모든

시즌에 입을 수 있는 옷으로도 가능하며 부드럽고

가벼우면서 드레이프성이 뛰어나지만 무엇보다도 중

요한 장점은 여러가지 변형의 가능성이 언제나 열려

있다는 점이다.29)

전통 펠트와는 다른 특성을 지닌 누노펠트는 양모

와 다른 특성 소재와의 조합을 통해 현대감각에 맞

는 새로운 감성소재로 창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기법이라 할 수 있다. 즉 사용된 소재의 조직

과 두께 등에 의해 주름의 효과와 투명성과 불투명

성의 조화 등 소재 표면에 색다른 텍스쳐 표현을 살

릴 수 있는 새로운 기법으로 소재의 차별화와 고급

화를 통한 고부가 가치 가공소재의 개발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3) 핸드 니들펀칭

공업용 부직포의 니들펀칭 기법에서 출발한 기법

으로, 특수하게 제작된 펠트용 니들이 수직으로 움직

이면서 니들에 부착되어 있는 홈에 양모섬유가 끌려

올라오면서 인접한 양모섬유에 묶여 합해지는, 마찰

에 의한 양모의 축융이다.

전통적인 펠트기법과는 달리 열과 습기 없이 니들

만으로 축융이 가능하며, 라인을 정리하거나 모사를

고정하는 등 매우 정교한 작업에도 사용된다. 니들펀

칭에서 중요시 되는 것은 니들의 종류와 원단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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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류 의미 및 상징성

동물문양

용 수호신, 왕, 신비로운 존재, 권위, 길상과 벽사, 수호

호랑이 용맹, 위엄, 육체적인 힘

기린 길상영수(吉祥靈獸)

거북이 수호와 복, 장수, 사령(四靈), 주술적 효능

사슴 선(善)과 평화, 우애, 복록(福祿)과 제위(帝位)

조류문양

학 고귀함, 높은 기상, 장수, 길조

공작 권세

원앙 부부간의 정조, 애정, 백년화목

봉황 고상, 품위, 태평성대

박쥐 수, 복, 강, 녕 수호덕, 다산, 득남, 복수만대(福壽萬代)

식물문양

연화 광명, 생명, 창조, 번영, 박애, 사랑, 건강, 불화, 성불

국화 귀족적 취향, 고결, 고상(高尙), 품위, 절조, 장수

매화 미덕, 행복, 장수, 정절, 고결

모란 부귀, 화목 및 성실, 백화의 왕(장명부귀, 신선부귀)

소나무 굳은 절개 및 유교적 절의와 지조, 풍류, 장수

당초 연면(延綿)의 상징, 길상

어류· 곤충 문양

잉어 출세

나비 즐거움, 행복, 자유연애, 미호(美好), 남녀화합

매미 신선, 고결, 문(文), 청결(淸潔), 신(信), 염(廉), 검(儉)

기타문양

도깨비 길과 복을 가져오고 재난을 물리친다는 주술적 의미

문자 수, 복, 강, 녕, 장수, 부귀, 영화(榮華)

기하 길상, 자연, 우주관 내포

운문 우주의 자연현상을 형상화, 위엄, 신비성

<표 2> 한국 전통문양의 의미와 상징성

하는 깊이, 니들이 통과한 횟수인데 단침(單針)보다

는 복침(複針)이, 원단을 깊고 많이 통과할수록 원단

이 단단해 진다.30) 그렇지만 전통적인 펠트 제작방법

보다는 유연하고 함기량이 많으며 섬유밀도도 크다.

펠트니들을 고안한 필란드가 펠트니들 공예의 종주국

이며 다양한 작품이 탄생되고 있다.31) 그밖에 일본에

서 새로운 형태의 펠트니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펠트

니들을 응용한 수공예기법도 많이 선보이고 있다.32)

2. 한국 전통문양
1) 한국 전통문양의 기원과 상징성

한국 전통문양은 한국인의 전통적 가치 체계, 정

서 및 문화적 배경을 반영하는 시각적 상징성을 갖

는 양식화 된 형태로써 우리 민족의 미적 감각에 의

해 다듬어지고 생활문화를 자연스럽게 흡수하면서

창조되어져 우리민족의 문화를 지닌 강력한 시각전

달 매체이다. 한국 전통문양은 한국적 이미지를 정립

하는 좋은 소재로써 자연에 대한 외경과 신령스러운

정감이 깃들여 있고 이상세계에의 동경, 행복의 기구,

애정의 충만, 길상의 축원 등이 담겨 있으며 태양과

달이 함께 뜨고 지며 사계절의 화초들이 동시에 피

고 지는 환상의 세계가 펼쳐져 있다. 또한 그 속에는

장식 미와 더불어 우리민족 고유의 미의식과 정서가

살아 숨 쉬고 있다.
33)
한국 전통문양은 시대를 거치

면서 더욱 복잡하고 정교해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시대별 종류와 특징을 살펴보면<표 1>34)과 같다. 특

히 통일신라시대에는 교의 최전성기를 맞아 더욱 원

숙하고 세련된 복잡한 무늬가 많이 표현되고, 고려시

대에는 불교의 바탕위에 유교사상을 지향한 격조있

는 문화와 선종의 영향으로 자연주의적 특성이 함께

엿보인다. 조선시대에는 배불숭유정책으로 인한 유교

의 영향으로 품격 높은 장식무늬가 다양하게 펼쳐지

는데, 이는 문양이 그 민족이 살아

온 환경에 따라 고유한 형태를 지니며, 약속된 부

호와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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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제작기법 문화상품

색전

(色氈)

단색으로

무늬가 없음

다용도 케이스 :골무에 자수 된 새 문양

주머니 : 귀주머니

채전

(綵氈)

화전

선염한 모섬유를 문양에

따라 상감하고 압축하여

무늬를 나타냄

머플러 : 연꽃문양

조끼 : 매화문양

가방 1: 길상도의 화문

가방 2: 보자기의 화문

티코지 & 컵받침 : 수저집의 화문

문양전
문양염색을 하거나

자수를 하여 무늬를 넣음

거울집 : 나비문양(호접문)

열쇠집 : 박쥐문양(편복문)

핸드폰고리 : 문자문

<표 3> 전(氈. felt) 제작기법에 따른 문화상품 분류

한 문양을 통해 우리민족은 부귀(富貴), 다남(多男),

강령(綱領), 성애(性愛)와 같은 현세적 가치를 염원

하였다. 한국 전통문양의 종류는 동물문양, 조류문양,

식물문양, 어류·곤충문양, 기타문양 등이 있으며 그

의미와 상징성은 <표 2>와 같다.

3. 문화상품
문화상품이란 각 나라의 고유한 문화영역이 경제

적 영역과 결합하여 생산되는 산업적 생산 및 소비

의 대상물로 나타나게 되는 모든 분야를 의미한다.35)

한 국가를 대표하는 문화상품은 단시일에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며 그 나라의 오랜 전통과 국민의 문

화의식, 예술수준이 집약되어 만들어 지는 것으로 이

는 문화적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과 아이디어의 집약

적 고급상품이다.36)

문화상품은 민족의 지혜와 의지, 삶이 반영된 것

으로 좋은 문화상품이란 지역의 독특한 문화와 함께

세계적인 보편성을 지닌 세련된 디자인을 가진 것이

라 할 수 있다. 또 세계 속에서 차별화 할 수 있는

것이 문화적 요소이며 상품에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문화와 디자인으로, 사람들은

구매하는 물건에서 기능 이외의 개인적, 사회적 의미

를 갖는다.
37)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

고 나와 다른 문화를 공유하고 싶어질 때 그 나라의

문화상품을 사게 된다. 이때 그 문화상품은 독특한

개성을 지닌 문화와 함께 자신의 수준을 높여줄 수

있는 좋은 디자인이기를 바란다.

전통문화와 기술, 디자인을 바탕으로 나타난 문화

상품은 그 나라의 얼굴이 되는 것이며 한 나라의 문

화수준을 대변하는 것으로, 외국인들에게 우리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중요한 매

체이다. 또한 우리국민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고 생

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지니고 있

다. 문화상품의 영역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므로

전통소재와 기법에 대한 새로운 발견과 개발이 필요

하며 전통의 재창조와 더불어 현대적 활용이라는 차

원에서 중요성이 크며 앞으로 좀 더 다양한 방법으

로의 접근을 통해 문화상품의 다양화와 차별화가 절

실하다고 생각된다.

Ⅲ. 문화상품 개발
1. 디자인
본 연구에서의 상품은 우리나라의 전통 모직물 중

‘전’을 소재로 하였고 한국 전통문양을 응용하여 실

용적인 문화상품으로 개발하고자 하였다.

한국 전통문양은 한국인의 멋과 정서를 포함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조형적 특성과 상징 및 기원 등을

담고 있다. 주로 사용한 문양은 식물문, 동물문, 문자

문 사용하였고 ‘전’ 유물 중 주로 전통 생활소품류와

‘전’ 유물의 형태를 활용하여 문화상품 디자인하였다.

<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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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품 1 [거울집] 작 품 2 [열쇠집] 작품 3 [핸드폰 고리]

문양: 나비문양(호접문)

소재: 양모 니들펠트지,

DMC 25번 면사, 매듭끈

기법: 펠트, 온박음질, 사뜨기

크기: 13㎝ × 9㎝

문양: 박쥐문양(편복문)

소재: 양모 니들펠트지,

DMC 25번 면사, 매듭끈

기법: 펠트, 온박음질, 사뜨기

크기: 13㎝ × 9㎝

문양: 길상문

소재: 양모 니들펠트지,

DMC 25번 면사, 매듭끈

기법: 펠트, 온박음질, 사뜨기

크기: 4㎝ × 4.5㎝

작품설명 :

즐거움과 기쁨, 행복, 장수와 자유연

애의 상징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널리 사용되어진 나비문양(호접문)

을 응용하여 휴대용 거울집을 디자

인하였다. 또한 실용성과 장식성을

함께 겸하던 바늘집노리개의 용도를

작품제작에 활용하였다.

문양전의 제작방법을 응용하여 니들

펠트지로 펠트원단을 만든 후 여러

색실로 온박음질하여 문양을 표현하

였다. 장식성과 견고함을 위해 사뜨

기로 앞뒤를 연결하고 거울과 연봉

매듭으로 끈을 달아주었다.

작품설명 :

복을 기원하는 의미로 생활 속에서

널리 사용되어진 박쥐문양(편복문)

을 응용하여 휴대용 열쇠집을 디자

인하였으며 실용성과 장식성을 함께

겸하던 바늘집노리개의 용도를 작품

제작에 활용하였다.

문양전의 제작방법을 응용하여 파란

색 니들펠트지로 펠트원단을 만든

후 여러 색실로 온박음질하여 문양

을 표현하였다. 장식성과 견고함을

위해 사뜨기로 앞뒤를 연결하였고

열쇠고리와 연봉매듭으로 끈을 달아

주었다.

작품설명 :

문자는 공간을 구성하는 획이 많고

글자 그 자체가 의미를 가지고 있어

문양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길상을

뜻하는 수(壽), 복(福), 희(囍)의 문

자문과 골무의 형태를 응용하여 핸

드폰 고리로 디자인 하였으며 골무

의 보호용도에서 착안하여 usb 케이

블의 케이스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문양전의 제작방법을 응용하여 단색

의 니들펠트지로 펠트원단을 만든

후 밝은 색 실로 온박음질하여 문양

을 표현하였다. 장식성과 견고함을

위해 사뜨기로 앞뒤를 연결하였고

매듭으로 끈을 달아주었다.

<그림 16>

- 필자 작품

<그림 17>

- 필자 작품

<그림 18>

- 필자 작품

<표 4> 작품설명

2. 재료 및 기법
사용한 재료는 75수의 메리노 양모와 양모 니들펠

트지, 실크사, DMC 25번 면사이다. 작품제작은 현재

에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펠팅 기법과, 핸

드 니들펀칭, 누노 펠팅 기법 등을 작품에 따라 다양

하게 응용하였다. 단색으로 만들어지는 색전과 무늬

를 넣은 채전, 문양염색을 하거나 자수를 하여 문양

을 넣은 문양전을 만들었던 방법을 응용하여 단색의

펠트원단을 만든 후 문양을 바느질하는 방법, 펠트원

단 자체만으로 문양을 표현하는 방법, 펠트원단에 문

양의 바탕을 만들어 준 후 바느질하거나 니들 펠팅하

여 문양을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3가지의 방법을 사용

하였다. 문양의 표현은 전통적인 문양의 이미지보다

약식화 된 형태로 재구성하여 문화상품에 사용함으로

서 현대적인 문화상품으로 개발하였다. 바느질기법은

주로 이음수, 온박음질, 씨앗수, 사뜨기를 사용하였다.

손잡이와 연결고리 등은 매듭 엮어 만든 끈을 사용하

여 전통과 실용성과 장식의 효과를 주었다.

3. 작품 및 작품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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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 [케이스] 작품 5 [다용도 파우치] 작품 6 [티코지&컵받침]

문양: 골무의 새 문양

소재: 양모 니들펠트지,

DMC 25번 면사

기법: 펠트, 이음수, 홈질

크기: 8㎝ × 10㎝, 15㎝ × 11㎝

문양: 없음

소재: 양모 니들펠트지,

DMC 25번 면사, 매듭끈

기법: 펠트, 온박음질

크기: 10㎝ × 15㎝, 14㎝ × 15㎝

문양: 수저집의 ‘화문’

소재: 양모 니들펠트지,

DMC 25번 면사

기법: 펠트, 온박음질, 씨앗수

크기: 22㎝ × 27㎝, 13㎝ ×15㎝

작품설명 :

골무의 자수문양 중 새의 특징만을

단순하게 표현하여 머리와 몸통의

구분 없이 면을 여러 색으로 메운

새 문양을 응용하여 다용도케이스를

디자인하였다.

색전의 제작방법을 응용하여 무늬가

없는 펠트원단을 만들었으며 안과

겉의 색상을 달리하여 장식의 효과

를 주었다. 또한 늘어짐을 방지하고

장식의 효과를 주기위해 입구부분을

겉쪽으로 접어 반박음질로 고정시켰

으며 하단부에는 새 문양을 케릭터

화하여 니들펠트기법으로 문양을 넣

어 주었다.

작품설명 :

때가 잘 타지 않으며 오랜 기간 사

용하여도 변형이 되지 않는 펠트의

장점을 살려 주머니를 제작하였다.

전통 주머니 중 닳기 쉬운 양쪽 모서

리와 중앙부 아래쪽을 한 겹 더 대

고, 그 가장자리를 곱게 상침하여 장

식성과 실용적인 효과를 겸하는 귀주

머니의 특징을 살려 디자인하였다.

색전의 제작방법을 응용하여 문양를

넣는 대신 가장자리 상침과 매듭으

로 끈을 달아 장식적인 효과를 주었

다.

작품설명 :

보온성이 뛰어난 펠트의 장점을 살

려 수저집의 독특한 화문과 밥 보온

용도로 사용되던 밥 벙거지를 응용

하여 티코지를 디자인 하였으며, 티

코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컵받

침을 제작하였다.

채전의 제작방법을 응용하여 흰색

바탕에 화문을 표현 한 원단을 만든

후 잎과 줄기는 바느질하여 문양을

나타내 주었다.

<그림 19>

- 필자 작품

<그림 20>

- 필자 작품

<그림 21>

- 필자 작품

<표 5> 작품설명

Ⅳ.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전통 모직물 중 보온성이 뛰

어나고 질겨 과거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다양

한 생활용품으로 널리 사용 되었던 ‘전’을 소재로 하

고 한국 전통문양을 응용한 문화상품을 제작하였으

며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작품제작은 색전, 채전, 문양전을 만들었던 3가지

전통방법을 응용하여 다양한 문화상품을 제작하였다.

또한 한국 전통문양 중 나비, 박쥐, 새, 화문, 매화,

모란, 연화, 문자문 사용함으로써 실용성과 한국 전

통의 미를 겸한 문화상품을 제작할 수 있었다. 작품

제작을 하면서 75수 메리노 양모로 펠트 원단작업을

할 때 원하는 두께와 크기의 규격화를 맞추기가 어

려웠으나 양모 니들펠트지를 사용하여 단점을 보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양모 재료의 대부분이 수입 상

품으로 색상이 한정되어 다양한 색상을 구할 수 없

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또한 ‘전’의 제작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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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7 [머플러] 작품 8 [조끼]

문양: 연꽃

소재: 75수 메리노 양모, 실크사

기법: 펠트, 누노펠트, 핸드 니들펀칭

크기: 137㎝

문양: 매화

소재: 75수 메리노 양모, 실크사

기법: 펠트, 온박음질

크기: 45㎝ × 50㎝

작품설명:

연꽃은 불교의 대자비와 탄생, 축복, 번영, 행운, 풍요,

명예를 상징하며 연잎과 줄기는 장생과 생명, 군자의

기상을, 연밥은 다남을 상징한다. 작품제작에서는 동양

적인 이미지를 표현하는 아름다운 꽃으로서 연꽃을 응

용하였으며 보온성이 뛰어난 펠트의 장점을 살려 머플

러를 디자인하였다.

화전의 제작방법을 응용하였으며 연꽃과 잎으로 사용할

원단을 그라데이션으로 따로 작업해 놓고 잎맥 표현과

화려함을 주기 위해 실크사를 함께 사용하였다. 위치를

잡아 니들바늘로 고정 한 후 다시 물에서 펠팅 작업을

해 주었으며, 꽃잎은 한 장씩 따로 펠팅 작업을 하여

착용 시 연꽃이 입체적으로 표현되도록 디자인하였다.

작품설명 :

매화는 삶의 의욕과 희망을 되찾아 주는 눈 속의 꽃(雪

中梅)으로 겨울과 봄이 교차하는 시기에 핀다하여 보춘

화(報春化)라고도 한다. 또한 이른 봄에 홀로 피어 봄

에 소식을 전하고 맑은 향기와 우아함으로 순결, 절개

의 상징으로 쓰이며, 흰 매화는 백매(白梅)라 하여 눈

썹이 희도록 장수하라는 의미를 지닌다. 매화문양의 길

상의 의미와 보온성이 뛰어난 펠트의 장점을 살려 여성

용 조끼를 디자인하였다.

채전의 제작방법을 응용하여 화전과 문양전의 방법을

함께 사용하였다. 자주색 양모바탕에 연분홍색으로 매

화무늬를 넣어 펠트원단을 제작 한 후 조끼의 형태가

만들어지면 홈질과 씨앗수로 바느질 하여 무늬를 선명

하게 표현하였다. 안쪽에 똑딱단추를 달아 여밈이 편리

하도록 제작하였다.

<그림 22>

- 필자 작품

<그림 23>

- 필자 작품

<표 6> 작품설명

상 기계를 이용한 상품의 대량화는 힘들지만 그만큼

정성과 수공으로 인한 제작이 그 가치를 더 높여준

다고 생각하며, ‘전’ 뿐 만 아니라 우리의 전통소재에

대한 연구와 재발견을 통해 다양한 문화상품이 개발

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의 접근과 시도를 통해 문화상품의 다양화와 차별화

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연구되어지길 바란다.

참고문헌

1) 민보라, 홍나영 (2008), 조선시대 펠트(felt)의 사용범

위와 특성, 한국의류학회지, 32(10), pp. 1559-1571.
2) 민길자 (2001), 전통옷감, 서울: 대원사, pp. 117-119.
3) 심연옥 (2002), 한국직물 오천년, 서울: 고대직물연구
소, p. 55.

4) KBS 역사스폐셜 14화 (1999. 2. 6), “신라산 양탄자는

일본 최고의 인기상품이었다”

5) KBS 역사스폐셜 14화 (1999. 2. 6), “신라산 양탄자는

일본 최고의 인기상품이었다”

6) KBS 역사스폐셜 14화 (1999. 2. 6), “신라산 양탄자는



服飾 第62卷 1號

- 102 -

작품 9 [가방] 작품 10 [가방]

문양: 길상도의 ‘모란문양’

소재: 양모 니들펠트지, DMC 25번 면사, 가죽 손잡이

기법: 펠트, 온박음질

크기: 28㎝ × 32㎝

문양: 보자기의 화문

소재: 양모 니들펠트지, DMC 25번 면사, 가죽끈

기법: 펠트, 온박음질

크기: 30㎝ × 35㎝

작품설명 :

오랜기간 사용하여도 변형되지 않고 세탁이 용이한 펠

트의 장점을 살려 가방을 제작하였다.

일정한 규격과 간격에 따라 다양한 화분과 한자를 배열

한 것이 특징인 ‘길상도’의 문양과 문양전의 제작방법을

응용하여 가방의 기본 원단은 주황 계열로 그라데이션

하여 만들고 그 위에 온박음질로 바느질하여 길상도의

모란문양을 표현하였다.

작품설명 :

단순하며 도식적인 표현양식으로 표현한 보자기의 자수

문양을 응용하여 현대적인 가방으로 제작하였다.

채전의 제작방법을 응용하여 회색 바탕에 여러 색의 잎

을 표현하여 가방을 만들어 준 후 잎의 중간 중간을 바

느질하여 장식성을 주었다.

<그림 24>

- 필자 작품

<그림 25>

- 필자 작품

<표 7> 작품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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