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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undertwasser's paintings have the characteristics in his works continue to emerge 

organical spirals, geometric pattern of squares, mysterious and gorgeous colors. This study by 

applying them, it has been purposed of expansion of representation outstanding artistic 

formative knitwear by using yarn of various textured fabrics and leather, felt, beads of the 

materials. The methods of this study are through the analysis of literature of Hundertwasser's 

paintings and art world and formative traits. It has been studied the literature of the 

theoretical background on general examination of knitwear and knit, felting, needle 

punching techniques. Conclusion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first, It could know the 

organic spirals and geometric square patterns and gorgeous colors of Hundertwasser's 

paintings are suitable as a decorative and rich motif of knitwear design. The second, It was 

possible unique and various texture expression of decorative patterns of Hundertwasser's 

paintings by expressing variety of materials of knit, felt and fabric, leather, beads. The third, 

It was expressed knitwear of unique texture to express Hundertwasser's image of the 

painting by using hand knitting, felting, needle punching, patchwork, beading of complex 

techniques. The forth, It was reflected well Hundertwasser's idea which was affected nature 

and art nouveau that all production processes are composed of handcraft techniques. It was 

suitable to express the naturalness of hand knit and not mechanical or artificial image. The 

fifth, It was analyzed lines and patterns of Hundertwasser's painting. The spiral is 

simultaneously constituted curve shape and area that square patterns also have devided area. 

Key Words:  Hundertwasser(훈데르트바서), Nature(자연), Spiral(나선형), Splendid colors(화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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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현대 패션 디자인은 예술적 가치를 추구하면

서 회화를 디자인의 영감 및 모티프로 도입시켜 

활력 있는 패션디자인의 모티프로 창출하려는 

시도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2014년 

세계 컬렉션에서는 셀린느(Celine), 알렉산더 맥

퀸( Alexander McQueen) 등 수많은 패션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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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양한 미술 작품에서 영감을 얻은 컬렉션을 

선보이며 패션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그 동안 패션업계가 미술 작품에서 영감을 얻은 

사례는 꾸준했으나 2014 S/S는 명화 자체를 옷

에 담아내거나 모티브가 된 작품을 좀 더 구체

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해 냈다는 것이 특징으로 

보도되었다(패션뉴스, 2014).

이러한 흐름 속에서 현대 니트 패션 또한 소

비자의 차별화된 개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

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문양과 독특한 질

감 표현을 끊임없이 개발하기 위해 회화를 모티

프로 하여 디자인에 응용하여 재해석하는 방식

으로 접근하고 있다. 라이프스타일 변화로 실용

성과 패션성을 갖춘 니트 패션의 가치가 높아지

며 그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다양

한 디자인 감성 욕구로 인하여 고부가가치의 디

자인 개발을 필요로 하고 있다(이유미, 2013). 니

트 디자인은 다양한 원사의 활용, 편직 과정에

서 다양한 조직의 변화, 게이지의 조절 등으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할 수 있고, 이후 여러 장식

기법을 추가로 하여 또 다른 변화를 줄 수 있어 

디자이너의 창의성이 돋보일 수 있는 다양한 디

자인을 전개할 수 있다(이승아, 이연희, 2012).

본 연구는 국내에서도 전시가 개최되어 크게 

호응을 받았던 건축 치료사, 환경 운동가로 불

리우는 오스트리아의 예술가 훈데르트바서

(Friedensreigh Hundert- wasser)의 회화 작품을 패

션디자인의 모티프로 선택하여 니트 패션디자

인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훈데르트바서는 '색채

의 마술사'라 불릴 정도로 색 조합능력이 뛰어

났으며, 전통적인 색 조합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대담한 색을 사용했다. 그는 특유의 색감을 통

해 생명의 다양함과 무한함을 표현했다

(http://ko.wikipedia.org). 또한 훈데르트바서 그림

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나선'의 형

태로 생명과 죽음을 상징한다. 시작과 끝이 정

해져있지 않고 돌고 있는 나선은 우리의 삶과 

닮았다고 생각했다. 이와 같이 훈데르트바서의 

회화의 매혹적이고 화려하며 대담하고 천진난

만한 아이들의 그림과 같은 색채와 끝없이 등장

하는 모티프인 나선형 및 사각형의 장식적인 문

양은 패션디자인에 다양한 영감을 제공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메가트렌드의 키

워드인 자연과 아르누보의 영향을 받은 훈데르

트바서 작품의 이미지 및 사상을 반영하여 수공

예적인 방식의 핸드 니팅, 패치워크, 핸드 니들 

펀칭, 비딩 등을 결합한 복합적인 기법을 적용하

여 다양하고 독특하며 풍부한 질감 표현과 수공

예 특유의 자연스러우며 부드러운 느낌이 돋보

이는 창의적인 니트디자인을 전개해 보는데 있

다. 또한, 니트웨어에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여 

훈데르트바서의 회화의 장식적이고 예술적인 문

양에 적용시킴으로써, 조형성이 돋보이는 니트

웨어의 표현 영역을 확장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훈데르트바서의 회화의 

형성 배경 및 작품 세계와 조형적 특성을 중심

으로 다양한 텍스트를 통한 문헌 연구를 고찰하

고, 니트웨어에 관한 일반적인 고찰을 통해 니

트웨어의 개념과 특성 및 니트웨어에 표현된 기

법으로 패치워크, 핸드 니들 펀칭, 비딩 등을 문

헌과 다양한 자료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니트와 

펠트, 가죽 및 원단, 비즈 등의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여 니트웨어 8점을 제작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훈데르트바서의 회화에 관한 고찰

 1) 훈데르트바서 회화의 형성 배경 

훈데르트바서(Friedensreich Hundertwasser)는 

1928년 12월 5일 비엔나에서 출생하였으며, 오

스트리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화가이자, 건축

가이자, 환경운동가이다. 어린 시절 제 2차 세계 

대전의 참상을 목격한 그는 평생 평화와 생명을 

중시하는 신념을 지녔다고 한다. 특히 자연과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지키려는 소망을 키

웠는데 이는 다양한 작품들에 고스란히 반영되

었고 무엇보다도 그의 작업의 원천은 자연과 생

명이다(정춘자, 2010).

훈데르트바서가 열두 살 때 유럽에는 제 2차 

세계대전이 터졌다. 합스부르그(Hapsbrug) 군정이 

몰락한 이후 10년 동안, 경제적 어려움은 최악으

로 치닫게 되었으며 사회적 긴장과 정치적인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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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심으로 인하여 국가적 사회주의라는 소용돌이

에 휘말리고 말았다. 그 후 2차 세계대전의 발발

은 세계를 증오와 파괴의 혼란으로 빠뜨렸으며,

이런 상황 속에서 훈데르트바서는 포악한 만행에 

저항하는 심오한 ‘인류애와 질서’를 가진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Francoir Mathey, 1991).

훈데르트바서는 1946년 생계를 위하여 슈바

넨스토트(Schwanenstadt)의 농가에서 몇 달 동안 

일을 하면서 그곳에서 자연의 청명(淸明)함에 

감명을 받아 화가가 되겠다는 결심을 더욱 확고

히 하게 되었다. 1948년 그는 히틀러 침공으로 

중단되었던 고등학교 과정을 대학입학자격인 

바깔로레어를 따면서 마치게 되었고, 스무 살이 

되었을 때 비엔나의 조형 예술 아카데미에서 인

체에 대한 추상, 누드화 데생과 풍경화에 대한 

기초 지식들을 습득하였다. 그러나 훈데르트바

서는 당시의 전형적인 틀에 박힌 교육에 흥미를 

느끼지 못해 학교를 떠났다(Harry Rand, 1993).

당시 오스트리아 미술은 비엔나는 수 세기 동

안 뚜렷한 전통의 형성이나 미술가의 배출에 있

어서도 상당히 뒤쳐져 있었다. 프랑스의 인상주

의나 후기인상주의는 소개조차 되어있지 않았

으며, 대부분의 화가들은 신고전주의의 역사화

나 바르비종 풍경화와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었

다. 1890년대 비엔나의 미술계는 ‘미술가 협회

(The Academy of Fine Arts)'와 ‘예술가 조합

(Kunstlerhauses)’이 이끌어가고 있었다. ‘예술가 

조합’은  ‘미술가 협회’와 마찬가지로 아카데믹

한 전통을 고수하면서 정기적인 전시회를 목적

으로 대부분의 비엔나 예술가를 포함하고 있었

다. 그러나 ‘예술가 조합’의 진보적인 젊은 예술

가들은 비공식적인 카페에서의 모임을 통하여 

많은 토론을 하고 이 집단에 속해있는 보수적인 

예술가들의 간섭을 벗어나 상업적 조건이 배제

된 그들만의 전시 장소를 갖고자 하였다. 그들

의 계획은 창작할 권리를 주장하는 예술 자체를 

위한 투쟁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예

술과 부수적인 공예, 그리고 가난한 자와 부자

들의 예술을 차별하지 않은 것이었다(Grbert

Frodl, 1992). 낡고 판에 박힌 사상에 더 이상 의

존하지 않고, 미술과 삶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

간의 내면세계를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1897년 4월 3일 ‘예술가 조합’에서 탈퇴한 젊은 

예술가들은 구스타프 클림트를 초대 회장으로 

선출하고, ‘빈 분리파’를 결성하여 건축가 요셉 

호프만(Josef Hofmann)과 요셉 올리브히 등과 첫 

번째 전시회를 개최하였다(박연미, 2005).

비엔나의 분리파들은 아르누보를 바탕으로 

모든 작품 속에 그들만의 독창성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빈 예술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훈데르트

바서는 어느 유파에도 소속되지 않았으며 그 어

떤 예술적 경향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그는 비

엔나 분리파가 추구했던 전통적인 아르누보 양

식을 계승한 독자적인 구성으로 장식적이고 세

련된 색채감각을 표현하였으며, 그의 양식적이

고 화려한 평면적인 작품세계는 현대적인 감각

을 드러내고 있었다(조환아, 1998). 훈데르트바

서는 비엔나의 전통인 신예술의 풍부하고 다양

한 곡선 표현과 오스트리아 바로크 예술의 육감

적이고 화려한 풍부함에 크게 인상을 받아 이성

적 메커니즘과 직선적인 구도를 더욱 더 혐오하

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Harry Rand, 1993).

2) 훈데르트바서 회화의 특성

훈데르트바서는 1950년 당시 추상표현주의자

들에 의해 공유된 자유로운 영감으로부터 구분

된다. 그는 타고난 창조성을 바탕으로 트랜스오

토마티즘(Trans-automatism)이라는 이론을 발전시

켰고 나선형을 그의 작품의 기본적인 모티브로 

채택하였다. 밖으로 휘어져 나가면서도 안으로 

휘감기는 미로 같은 나선 궤도 속에서 삶 그 자

체의 결코 끝나지 않는 자기 재생적 과정의 표

상을 보았던 것이다. 그는 클림트의 세련되고 온

화한 곡선미를 회피하는 대신 양파의 절단면에

서 보여지는 것 같은 동심원에 관심을 기울였고 

낙서 같은 약간은 원시적인 양식에 몰두하였다.

그 결과 강렬하게 채색된 보석 모양의 형태, 혹

은 형태의 흔적 조각들을 새긴 확장하는 원들로 

표현되어졌으며, 더불어 페르시아의 카페트나 

발칸의 자수처럼 생명력 있는 장식적인 표현들

을 탄생시켰다(Harry Rand, 1993). 그림을 시작한 

1950년대의 훈데르트바서는 유럽 각지를 여행하

면서 체득한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의 작품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며, 전통적인 비엔나 예술의 

기초 위에 독특한 나선형을 작품에 반영시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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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으로써 독자적인 작품 영역을 확보하였다.

훈데르트바서의 직선에 대한 혐오는 유명했

다. 1954년 파리의 파체티 갤러리에서 열었던 

전시회에서 “직선은 인간성의 상실로 이어진다”

라고 선포한 후 이론적 저술에서는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한 가지 슬로건이 등장하게 된다.

“직선은 무신론적이고 비도덕적”이라는 것이다

(Pierre Restany, 2003). 그는 ‘규칙적이고 획일적

인 직선은 인간을 불편하게하고 병들게 하며,

자연 속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러한 형태는 

인간의 생체 기관이 견딜 수 없는 흥분 상태로 

몰아가기 때문이다’(Harry Rand, 1993)라고 주장

하였다.

훈데르트바서는 언제나 작품의 모든 세세한 

부분, 형태와 색깔의 균형을 이루게 하기 위하

여 모든 노력을 다했다. 예를 들면 한 그림을 그

리고 나서는 여러 해 동안 그림을 보이지 않는 

곳에 두었다가 다시 꺼내어 보고 이 작품의 부

족한 부분을 보완하였다. 그는 이와 같은 검토

와 재작업을 ‘식물재배 방법(methode vegetative)'

라고 하였으며 이것은 트랜스오토마티즘에 대

한 나름의 해답이었다. 이 식물재배방법을 통해 

오랜 기간 동안 노력한 결과 그의 작품 모티프

는 포로이드적 의미의 인간성 탐구가 아닌 개인

보다 더 높은 차원에 존재하는 바로 ‘자연’이었

다(조환아, 1998). 그는 자신의 이름을 ‘평화롭고 

풍요로운 곳에 흐르는 백 개의 강’이라는 뜻의 

‘프리덴스라이히 훈데르트바서’로 개명할 정도

로 자연을 사랑하였으며 그의 작품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라는 하나의 모티브로 귀결된다

(http://bntnews. hankyung.com). 훈데르트바서의 

회화의 연대별 특징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훈데르트바서의 회화에는 두 가지의 모티프

가 있는데, 하나는 식물적 성장과 살아있는 자

연을 묘사한 양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집, 창문

과 같은 건축적 기호의 반복적 사용이다

(http://www.hundertwasserkorea.kr). 1953년 훈데르

트바서의 작품에서는 나선형이 상징적인 요소

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어리석음의 화

상’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불규칙한 나선형에 매

우 감명을 받았다(Pierre Restany, 2003). 영화 속

에서는 정신분열증의 환자들이 그린 그림들이 

등장하고 그 그림들 속에는 삶과 죽음을 구현한 

것과 같은 나선형이 그려져 있었는데, 나선형은 

마치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의 만남으로써,

모든 자연과 창조를 의미하는 것 같음을 목격한 

것이다(Francoir Mathey, 1991).

훈데르트바서는 직선을 혐오한 만큼 나선에 

매료되었으며, 그의 회화에는 언제나 나선이 등

장한다. 나선은 그에게 삶과 자연의 상징이었다.

그의 회화에 끝없는 변화와 다양성을 표현할 수 

있는 나선형에 대한 그의 사상을 작품 속의 모

티브로 도입하였는데, 나선형이 등장하게 되는 

그의 첫 번째 그림은 ‘둥글게 도는 피 그리고 나

는 자전거를 가지고 있다(Le sang qui tourne en

j'ai une bicyclette, 1953)’<그림 1>이다. 그림 왼

쪽 편에는 둥글고 노란 모자를 쓴 붉고 노란 몸

에 파란 발을 가지고 있는 형상(形象)이 있다. 그

리고 이 형태들은 두 개의 대들보 같은 역할을 

하며 그림 양 측면을 둘러싸고 있고, 중앙의 사

각형이 이 그림의 핵심인 나선형을 포함하고 있

다. 바깥 가장자리에 수직적인 것과 나머지 부분

에는 수평적인 것을 이용하는 이러한 구조적인 

분배는 잭슨 폴록(jackson pollock)의 ‘비밀 수호

자(Guardians of the secret)’ 를 연상하게 한다. 그

림의 중앙에서부터 시작하는 회전식(rotate) 나선

형은 붉은 사각형의 조각들을 지나며 엄청난 생

동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러한 기하학적인 구

성은 과거 유럽 예술가들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그림의 중앙에는 직접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은 그 무엇인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

다. 기하학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이 나선과 색

깔은 혈관 속에서 어떤 것이 고동치는 것과 같

은 느낌을 주며 유기적인 생명체의 효과를 나타

내고 있다(Harry Rand, 1993).

1953년 8월에 그려진 ‘행복한 고인의 정원 

(The garden of the Happy Dead’(그림 2))을 살펴

보면 나선형의 모티브가 넓은 길처럼 표현되고 

있으며 이 넓은 길도 각각의 캡슐 속에 있는 나

선적 모티브와 얼굴 또는 작은 창들을 포함하고 

있다. 몇몇 사각형들은 비어있긴 하지만 주위의 

잔물결과 나뭇잎들 덕분에 적색, 붉은색, 흰색의 

생기로움과 식물적 성장을 실현한다(Francoir

Mathey, 1991). 그림의 가운데에서부터 밝은 색

채의 나선이 빛을 발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발견

할 수 있는 녹색의 얼굴과 붉은 빛을 띤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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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 작품의 특징 주요 작품

초기I

(1928-

1950)

-1934년 첫 드로잉.

-1936년 비엔나 몬테소리에서 ‘색채와 형태에 대
해 남다른 감각을 지닌 학생’이라는 평가 받음.

아씨시로 가는 길,
1949

포르타 소프라나와 고층 건물, 
1949

초기II

(1950-

1960)

-본격적으로 그림을 시작하면서 1953년 회화에 
독특한 나선형 형태가 등장.

-아르누보의 풍부하고 다양한 곡선 표현과 오스
트리아 바로크의 육감적이고 화려한 색채와 아
프리카의 강렬한 색감에 영향을 받음.

-Giotto와 Uccello의 회화와 미니어처 및Hokusai

의 목판화와 파울 클레, 루소 등 생동감 있는 곡
선 표현을 했던 예술가들에게서 큰 영향을 받음.

-클림트, 쉴레, 클레로부터 영감을 받음.

-독자적인 작품 영역 확보.

-나선형에 매료.

-이성적 매커니즘과 직선적인 구도 혐오.

-1954년 창조성을 바탕으로 트랜스 오토마티즘을 
발전시킴.

녹색 여인-정치의 정원사, 
1954

기나긴 여정,
1995

중기
(1960-

1970)

-작품의 성숙기.

-판화로 나선형 표현.

-판화분야에 다양한 기법 실현.

-1967년 인쇄 기술을 더욱 발전, 심화시켜 처음
으로 착색 석판술에 금속압인을 사용.

-우간다와 수단의 체류경험을 통해 과거의 작품
들보다 색채들이 훨씬 다양하고 풍부해짐    항해 I, 1967 항해 II, 1967

후기
(1970-

2000)

-1973년 유럽인으로서 최초 목판화 작품 제작(일
본 목판 명인이 직접 판을 깎아 제작).

-1975년 이래 우표 디자인.

-1987년 건축물로 나선형을 구현.
창문에 대한 권리, 

1986
오스트리아, 
1975(우표)

쿤스트하우스빈, 
1989

<표 1> 훈데르트바서의 회화의 연대별 특징

은 행복한 고인들을 상징하고 있다(Harry Rand,

1993). ‘도시 위에 내리는 빗방울(1955)’<그림 3>

은 빗방울이 떨어지는 모습을 크게 확대해 위에

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묘사한 작품이다. 이와 

같은 표의적인 배경은 차후 나선형의 생태학적

인 사이클로 그의 작품 속에 자주 등장, 발전하

게 되었다.

2. 니트웨어 문양의 표현기법

현대 니트웨어 디자인은 다양한 표현 기법과 

새로운 기술 및 개념 등을 토대로 특수한 질감

의 소재와 조직의 변화에 따라 인체의 실루엣이 

극도로 표현되는 예술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현대 니트웨어 디자인의 공예적 측면의 개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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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둥글게 도는 피 그리고 나는 
자전거, 1953

(출처: Harry Rand)

<그림 2> 행복한 고인의 정원, 1953
(출처: Harry Rand)

<그림 3> 도시 위에 내리는 빗방울, 1955  
(출처: Harry Rand)

향은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 팝아

트나 초현실주의 등의 예술 사조를 응용한 니트

웨어를 들 수 있다. 둘째, 아트웨어 작가들에 의

해 개발된 기법으로 핸드 니팅과 크로셰, 기계

니팅 등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기법을 혼합한 

것이다. 셋째, 꼴라주나 오브제를 도입하거나 프

린팅, 과도한 장식효과나 핸드 니팅 등을 응용

한 현대 니트웨어이다(최경희, 이순홍, 2009).

현대 패션에서 니트웨어는 기성복에서 아트

웨어에 이르기까지 문양의 표현 기법이 다양해

졌고, 갈수록 새로운 방법의 복합적인 기법들이 

모색되고 있다. 니트웨어에 응용되는 가법들은 

자수, 오브제 적용 등의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

며, 본 연구에서는 훈데르트 바서 회화의 색채

와 장식적 문양의 특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패

치워크, 펠팅(핸드 니들 펀칭), 비딩 기법 들을 

활용하여 작업하였다.

1) 패치워크

패치워크(patchwork)는 조각 퀼트와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며, 크고 작은 천을 붙여 꿰매는 기

법을 말한다. ‘패치’라 함은 ‘이어 붙이기’란 뜻

으로 쓰다 남은 천이나 쓸 수 있는 천을 형태대

로 재단하여 기하학 무늬나 어떤 다른 무늬로 

배색 효과를 살려준다(황지연, 1992). 일반적으로 

패치워크 문양은 크게 피스드(pieced patchwork)

와 아플리케(applique patchwork)로 나뉜다. 패치

모양이 일정하든 서로 다르든, 크든 작든 천 조

각들을 하나씩 서로 연결하여 작품을 만드는 방

식을 피스드 패치워크라 한다. 피스드 패치워크

는 로그 캐빈(logcabin), 포스티지 스탬프(postage

Stamp), 텀블링 블록(thumbling block), 오하이오 

스타(ohio star), 스톰 앳 씨(storm at sea), 그랜드

머더스 팬(Grand Mother's fan), 아미시(Amish),

크레이지(crazy) 기법이 있다.

이에 비해 아플리케 패치워크는 바탕 천 위에 

별도로 작은 조각의 천·레이스·가죽 등을 다양

한 무늬로 오려 붙이고 가장자리를 실로 꿰매는 

기법 모두를 일컫는다(조한열, 1996). 아플리케 

패치워크는 바탕 천 위에 작은 조각의 천 레이

스 가죽 등을 다양한 무늬로 오려 붙이고 가장

자리를 실로 꿰매는 서양 자수법을 일컫는데,

고대 이집트의 퀼팅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

다. 미국에서는 아메리카 개척시대에 이주민들

이 폐품 천을 이용하여 조각이불 등을 만들면서 

크게 보편화되었다. 기법이 매우 간단하고 재료

도 쉽게 구할 수 있다.

패치워크는 실용적 목적에서 시작되어 현대 

패션에서 예술성을 추구하는 중요한 기법의 하

나가 되었다. 특히 최근에 모든 면에 있어 차별

성과 개성이 선호되면서 수공예가 중시되는 경

향을 보인다. 풍부한 색상과 기하학적인 문양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패치워크 니트웨어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감각의 모티프로 끊임없이 

영감을 주고 있으며, 편직의 다양한 기법을 활

용하여 패치워크 기법을 응용한 사례를 다양하

게 발견할 수 있다(그림 4, 5). 의상의 실루엣 자

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조형성을 강조하

기도 하고, 문양 자체를 아플리케 기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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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Kenzo 2008 f/w
(출처:www.firstviewkorea.com) 

<그림 5> clare tough, 2006 f/w
(출처:www.firstviewkorea.com) 

독특하고도 입체적인 질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노희정, 2009).

니트 패션에서 패치워크 기법의 혼합은 크고 

작은 단위형태의 모티브나 모티브끼리 덧붙여 

구성하기도 한다. 현대에는 패치워크에 의해 새

로운 니트 패브릭을 만들거나 또한 패치워크에 

활용되는 핸드 스티치에 의한 그런지 스타일을 

표현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2) 펠팅

‘펠트(felt)'라는 명칭은 그리스어로 ’결합시

키다‘라는 뜻을 가진 풀젠(fulzen)에서 유래되었

으며, 양모(wool) 고유의 엉겨 붙는 성질을 이용

하여 방직이나 재직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열,

습도, 압력, 알칼리에 의해 압축해서 만들어지는 

‘원단’을 뜻한다. 이것은 흔히 부직포라 불리어

지며 순수한 펠트는 양, 낙타, 토끼와 같이 수모

의 모 섬유가 사용되어지며, 펠트화가 가장 쉽

게 잘 일어나는 양모섬유가 주로 선호된다(서영

숙, 1989).

펠트가 접착제 없이 구조적으로 성립되는 원

리는 양모섬유 표면에 있는 비늘 구조(wool

scale)에 때문이다. 따듯하고 습기가 있는 상태

에서 섬유는 팽윤하여 비늘 구조가 열리게 되는

데 여기에 마찰과 압력을 가하게 되면 비늘 구

조가 서로 엉켜서 수축되고 고정이 되는 원리이

다. 여기에 알칼리성 비누 같은 액체를 첨가하

면 위와 같은 현상이 현저히 강화되고 양모섬유

는 단단히 엉겨 붙어서 한 장의 원단이 된다.

‘짜지 않고 만든 천’ 털(fiber)에서 곧바로 섬유 

원단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양모를 위와 같은 

방식을 통해 펠트로 만드는 과정을 ‘펠팅

(felting)'이라 한다. 흔히 양모가 펠트로 잘 못 

통용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원료’ 와 ‘원

료의 가공에 의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정확히 

구분해서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양모’를 원료로 하여 ‘펠팅’ 과정을 거쳐 나온 

원단이 ‘펠트’이며 펠팅은 양모의 축융성의 원

리를 이용한 가공기법으로, ‘펠트화 시키다.’라

는 의미를 담고 있다(박경미, 2006).

펠트의 가공기법으로는 물 펠트(Wet Felt), 누

노 펠트(Nuno Felt), 핸드 니들 펀칭(Hand Needle

Punching), 기계에 의한 니들 펀칭 기법이 있다.

핸드 니들 펀칭(Hand Needle Punching)은 부직포

를 제작하는 공정의 하나로 니들 펀칭 기법에서 

유래되어 발전된 것이라 할 수 있다(Mrstina,

Vaclav, 1990). 펠트를 이용한 니들 펀칭은 기존

의 방법과는 차이가 있는데 기존의 펠팅은 수분

과 열이 필수적인 요소였지만 니들 펀칭은 열이

나 수분 없이 오로지 바늘의 작용만으로 양모가 

서로 엉키면서 펠팅이 되는 방법이다. 바늘의 

가시와 홈을 통해서 양모의 덩어리를 조직의 두

꺼운 부분으로 넣는 방식이다. 이러한 차이 때

문에 기존의 펠팅은 물 펠트(Water Felt)라고 하

며, 니들 펀칭은 드라이 펠트(Dry Felt)라고 한

다. 일반적으로 핸드 니들 펀칭은 기계적인 니

들 펀칭이나 열 또는 습기를 가하는 전통적인 

방식에 비하여 원단이 단단하지는 않지만 수많

은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강도 있는 천을 만들 

수 있다.

핸드 니들 펀칭에 사용되는 펠팅 니들은 끝이 

뾰족하고 표면에 홈이 있어 니들을 통과시키게 

되면 양모가 서로 엉겨 붙게 된다. 이러한 핸드 

니들 펀칭 기법이 발견되면서 양모펠트가 더욱 

정교해지고, 작품의 입체적인 3차원의 표현도 

가능하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편리하게 제

작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메리 로

렌스, 1990).

핸드 니들 펀칭의 특징은 펠트를 이용하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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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교한 작업이 가능하며 기존의 펠팅 방식으

로 제작하기 어려웠던 입체적인 작품을 만드는

데 용이하다. 또한 펠트와 펠트, 펠트와 다른 소

재의 결합의 목적으로 많이 사용된다. 니들 펀

칭 자수 기계를 이용해서 결합시키는 경우에는 

펠트와 결합시킬 수 있는 소재의 제한이 비교적 

적은 편이지만 손으로 작업하는 핸드 니들 펀칭

의 경우에는 쉬폰이나 실크와 같은 얇고 단단하

지 못한 소재의 경우는 거친 바늘의 홈에 걸려 

올이 풀리게 된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두께감

이 있는 모직물이나 니트 원단 및 펠트와 펠트

의 결합이 원단의 손상을 일으키지 않는 소재들

이며 표면의 느낌도 펠트와의 이질감이 없이 조

화가 잘 될 수 있는 소재라 할 수 있다(김혜은,

2002).

3) 비딩 

비즈(beads)는 원래 고대 영어에서 ‘기도’ 또

는 ‘염불’에 쓰이는 ‘염주알’을 의미했는데, 현

재는 일반적으로 줄을 끼울 수 있는 구멍이 있

는 구슬을 의미한다. 그 목적 또한 주술적, 신앙

적인 것에서 시작되었는데, 오늘날 흔히 낚싯줄

이나 와이어들의 줄에 꿰어 각종 액세서리로 만

들거나 실과 바늘을 이용해 천으로 된 인형, 일

용품, 패션 및 인테리어 소품을 장식하는 등 다

양한 곳에서 활용되고 있다(한지영, 2005). 비딩 

기법에는 비즈 자수, 비즈 편직물, 비즈 모자이

크, 비드워크(Beadwork)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의상을 비롯하여 패션 소품 및 액세서리 등 모

든 패션에 널리 이용된다.

비즈 편직물은 비즈로 천을 구성하는 방법으

로, 비즈 편물은 비즈를 꿴 실로 면을 뜨는 것이

다. 즉, 비즈를 짜거나 엮어서 면을 구성하는 방

법이라 할 수 있다(그림 6). 비드워크(Beadwork)

는 비즈를 바늘에 꿴 실로 여러 가지 모양을 연

결하여 조립하거나 비즈를 가는 철사에 꿰어서 

조화(造花), 액세서리 등과 같은 입체 형태를 만

드는 데 사용하는 기법이다.

본 연구의 작품 제작에 적용한 기법은 비즈 

자수이다. 비즈 자수의 기법에는 먼저 천 위에 

구슬 비즈를 부착하고 자수를 놓기 위한 수많은 

스티치 기법들을 들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구슬 비즈의 스티치 기법으로 러닝 스티치

(Runnig stitch)는 직선, 곡선을 비딩하는데 빠른 

기법이며, 스티칭 싱글 비즈(Stitching single

beads)는 비즈 한 알을 부착할 때 쓰이며. 백 스

티치(Back stitch)는 곡선과 직선을 비딩하거나 

비즈 한 알을 부착할 때 쓰인다. 레이지 스티치

(Lazy stitch)는 여러 개의 비즈를 한꺼번에 비딩 

할 때 적용되는 기법이며, 레이지 새틴 스티치

(Lazy satin stitch)는 평행이나 평행줄로 스티치

를 구성한 것이다. 쿠칭 스티치(Couching stitch)

는 미리 꿰어진 비즈들을 부착하는 비딩 기법이

며, 본딩 펠트 비즈(Bonding flat beads)는 플랫형 

비즈의 평평한 면에 접착 처리를 하여 천위에 

본딩하는 기법이다(한지영, 2005).

<그림 6> malo 2008 f/w
(출처:www.firstviewkorea.com)

Ⅲ. 니트웨어 디자인 전개 및 제작 

본 연구에서는 오스트리아의 대표 화가이자 

건축가, 자연주의자인 훈데르트바서 회화 작품

의 색채와 문양을 모티프로 응용하여 풍부한 질

감의 니트웨어를 디자인하였다. 훈데르트바서의 

작품에는 끊임없이 등장하는 나선형과 사각형

의 문양 뿐 만 아니라, 화려한 색채들이 신비롭

게 표현되어있다. 뿐만 아니라, 그의 회화는 구

성이 다양하고 풍부한 재료 사용이 표현되었다.

이러한 조형적 특성들을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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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 모티프를 응용한 디자
인 전개 

2. 모티프를 표현할 여러 
종류의 니트원사 준비

3. 니트 실을 사용하여 
핸드니팅

4. 핸드 니들 펀칭을 위한 
양모 펠트와 펀칭대 
및 니들준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5. 양모펠트로 니들펀칭
하여 모티프 만들기

6. 니들펀칭된 모티프 위
에 비즈 달기

7. 망사 원단 위에 니트와 
원단을 패치워크하기 

8. 패치워크된 원단 위에 
모티프 연결

<표 2> 작품 제작 과정

는 니트웨어 작품에 응용하였다.

훈데르트바서 회화의 선과 형태를 분석한 결

과, 그의 회화에 나타나고 있는 모티프인 나선

형은 선이 아닌 면적 형태를 가지며 사각형의 

모양은 색면 분할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

의 회화의 선과 문양의 특징은 입체적이지 않고 

평면적이며, 면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그의 회

화의 특징을 반영하기 위한 소재로써 입체적이

지 않고 평면적이지만 패브릭 자체의 구조적인 

조형미를 표현할 수 있는 니트와 펠트를 사용하

였고, 작품의 실루엣은 면적인 모티프를 표현하

기 위하여 패브릭의 예술적 조형성을 강조할 수 

있는 단순하며 평면적인 구성으로 기본적인 H

형 실루엣으로 주로 원피스와 원피스 코트형으

로 심플하게 디자인하였다

훈데르트바서의 색채는 바로크의 육감적이고 

화려하며 여행을 통해 얻은 심미적 안목 및 아

프리카의 색채에 영향을 받아 그의 모든 작품에

는 원색적인 색상들이 병치되어 대부분 레드,

오렌지, 옐로우, 블루, 그린의 명도와 채도가 높

은 색상을 이루며 화이트와 블랙, 그레이의 무

채색이 사용되어 화려한 색상이 더욱 돋보이게 

배열을 사용했다. 또한 같은 색상계열에서도 다

양한 채도들이 분포하는 것이 특징인데 유사한 

색상들을 분석해 본 결과 채도가 높은 색상과 

비교적 낮은 채도의 색상들이 색의 단계를 이루

며 동시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전

체적인 색의 조합이 화려한 색으로 나타나고 있

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훈데르트바서 작품의 

색채의 특성을 응용하여 오렌지, 레드, 블루, 그

린, 옐로우에서도 비교적 높은 채도와 낮은 채

도의 색상과 블랙 그레이의 무채색을 사용하여,

색채의 다양함과 자연 색상의 조화를 표현하고

자 하였다.

작품의 재료는 모헤어, 울, 캐시미어, 리넨, 레

이온, 알파카 등의 다양한 종류의 실과 환편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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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1 디자인 2 디자인 3 디자인 4

작품

모티프

건축의 폭정-
사회주의로 가는 길, 1982 무지개 창문, 1979

조직 
디테일 

소재
니트원사, 펠트, 비즈 니트원사, 환편니트, 펠

트, 망사, 비즈 
니트원사, 환편니트, 펠
트, 가죽, 망사, 비즈

니트원사, 환편니트, 펠
트, 망사, 비즈

기법
핸드니팅, 패치워크, 물
펠팅, 비딩핸드니들 펀칭,

핸드니팅, 비딩 아플리케
패치워크, 핸드니들펀칭,

핸드니팅, 비딩 아플리케
패치워크, 핸드니들펀칭,

핸드니팅, 비딩 아플리케
패치워크, 핸드니들펀칭,

설명

회화에 나타난 길은 재
질감과 굵기가 서로 다
른 여러 종류의 실, 모헤
어, 리넨, 레이온, 캐시미
어, 알파카, 재봉실 을 
사용하여 핸드 니팅, 대
바늘 굵기에 따라 밀도
를 조절하여 니트 조직
의 크기 변화에 따른 다
양한 느낌 표현

건축의 직선에 의해 생
겨난 추함의 폭정에 대
한 작품으로 벌룬처럼 
퍼졌다 모아지는 소매의 
형태가 특징, 여러 가지 
종류의 실 리넨, 모헤어,

캐시미어, 알파카 등과 
펠트 및 비즈 등을 사용
하여 다양하고 풍부하며 
독특한 질감을 표현

건축적 기호로 창문을 
상징하는 무지개 색상의 
사각형이 색면 분할 형
태사각형과 나선형의 기
하학적 문양과 화려한 
색채를 응용하여 제작,

다양한 종류의 실과 펠
트, 환편 니트와 가죽,

비즈 사용, 패치워크기법
으로 독특한 질감표현

채도를 높게 표현하여 
화려한 색상이 더욱 돋
보이도록 함, 다양한 질
감이 느껴지는 종류의 
니트 원사(리넨, 모헤어,

캐시미어, 알파카 등)로 
핸드 니팅, 펠트를 망사 
원단 위에 핸드 니들 펀
칭하여 비즈 연결, 환편 
니트 재단 사용

<표 3> 훈데르트바서 회화를 응용한 니트웨어 디자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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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5 디자인 6 디자인 7 디자인 8

작품

모티프

‘룩셈부르크’유럽 문화 수도, 1995 자연과의 평화조약, 1983

 

세계인권선언 채택 35주년 
기념우표, UN, 1983

오스트리아 근대 미술 초판 
시리즈, 1975

조직 
디테일

소재
모헤어사, 환편니트, 펠
트, 가죽, 망사, 비즈 

니트원사, 환편니트, 가
죽, 망사, 펠트, 비즈

니트원사, 환편니트, 펠
트, 망사, 비즈

다양한 니트원사, 환편니
트, 망사

기법
핸드니팅, 비딩 아플리케 
패치워크, 핸드니들 펀칭,

핸드니팅, 비딩 아플리케 
패치워크, 핸드니들펀칭,

핸드니팅, 비딩 아플리케 
패치워크, 핸드니들 펀칭,

핸드니팅, 아플리케 패치
워크

설명

끊임없이 등장하는 나선
형의 장식적 문양과 색
상을 작품의 모티프로 
응용, 핸드 니팅의 자연
스럽고 부드러운 느낌을 
여러 종류의 실과 펠트 
및 비즈 등을 사용하여 
다양하고 풍부하며 독특
한 질감 표현

사각형 문양은 핸드 니
트, 환편니트, 가죽을 사
용하여 다양한 재질감이 
돋보이도록 패치워크,

나선형 모티프는  양모
펠트를 핸드 니들 펀칭
하여 블랙 색상의 비즈
로 비딩,망사 소재의 시
스루 표현

나선형을 다양한 니트원
사로 핸드 니팅하여 망
사 원단 위에 패치워크,

망사 원단 위에 연결,

훈데르트바서 회화에 나
타난 얼굴 문양은 물펠
팅과 핸드니들 펀칭, 비
즈스티치로 장식적 효과 
표현

바탕이 되는 부드러운 
소재의 망사 원단 위에 
여러 종류의 재질감이 
느껴지는 실들을 핸드니
팅하여, 환편니트와 패
치워크로 나선형 모티프 
표현, 망사 원단은 나선
형 형태의 표현과 동시
에 시스루룩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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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양모펠트, 가죽, 망사, 비즈 등을 사용하였

다. 다양한 종류의 니트 실을 대바늘로 핸드 니

팅한 후, 망사를 바탕 원단으로 하여 그 위에 다

양한 질감의 니트와 환편 니트, 가죽 등을 아플

리케 패치워크 한 뒤, 핸드 니들 펀칭과 물 펠팅

한 모티프들을 비즈로 자수하여 그 위에 연결시

키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다양한 텍스처를 표

현하기 위해서 질감이 다른 실들과 펠트 가북 

및 원단 등을 사용하였고, 실과 바늘의 굵기의 

조합에 따라 두께와 밀도를 조절하여 전체적인 

느낌을 자유롭게 변화시켜 독특한 질감을 창출

하고자 하였다. 핸드 니팅, 패치워크, 핸드 니들 

펀칭, 물 펠팅, 비딩 등의 다양한 기법을 결합하

여 각각의 모티프를 연결함으로써 무한의 변화

와 다양성을 시도할 수 있는 작품을 제작하였다

(표 2). 모든 제작과정은 수공예적 기법으로 이

루어져 자연과 아르누보의 영향을 받은 훈데르

트바서의 예술 세계를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그

의 회화에서 응용한 실물 작품은 총 8점으로 코

트 3점과 원피스 5점으로 구성하였다(표 3).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오스트리아의 화가이자, 건축

가, 자연주의자인 훈데르트바서의 작품 형성 배

경과 그의 작품 세계를 연구하고, 조형적 특성

인 나선형과 면 분할 구성의 사각형 문양, 화려

한 색채, 상징적 이미지 등을 분석하여, 그의 회

화에 사용된 장식적 문양들을 니트웨어의 모티

프로 응용하여 감각적이고 차별화된 니트웨어

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훈데르트바서의 회화는 

다양한 색상과 문양들을 통해 다양한 느낌의 여

러 소재와 기법을 사용하기에 적합할 뿐만 아니

라, 평면적이면서도 조형적인 구성으로 니트의 

소재를 선택하고 장식적인 문양들을 적용한 총 

8점의 니트웨어의 실물 작품을 제작한 결과, 결

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훈데르트바서 회화의 특징은 유기적인 

나선형과 사각형의 기하학적인 문양은 평면적

이며 조형적으로 구성되어 니트웨어의 구조적 

특징과 연계하여 디자인 전개가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훈데르트바서의 회화에 나타나는 나선

형은 곡선 면적인 구성을 하고 있으며 사각형 

문양은 색면 분할의 면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훈데르트바서의 회화는 입체적이지 않

고 평면적인 구성이며, 화려한 색상의 조합 안

에서도 유사한 색상 사이에 채도와 명도가 높게 

나타나는 색과 비교적 낮은 색상이 함께 존재하

고 있으며, 블랙과 그레이, 화이트의 무채색은 

그의 회화의 화려함이 더욱 돋보이도록 강조하

는 색상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훈데르트바서의 회화의 다양한 구성과 

풍부한 재료 사용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핸드 니팅, 펠팅, 핸드 니들 펀칭, 패치워크, 비

딩 등의 다양한 복합 기법과 위에서 언급한 여

러 소재들을 사용하여 독특한 질감의 니트웨어

를 표현할 수 있었으며, 화려한 색채와 장식적

인 문양들은 니트와 환편니트, 펠트, 가죽, 비즈 

등의 다양한 소재와 색상을 사용하여 표현함으

로써 독특하고 다양한 질감 표현을 가능하게 하

였다.

셋째, 모든 제작과정이 수공예적 기법으로 이

루어져 자연과 아르누보의 영향을 받은 훈데르

트바서의 사상이 잘 반영되었으며 핸드 니트의 

자연스러움과 기계적이고 인위적이지 않은 느

낌을 표현하는데 적합하였으며, 니트의 특성으

로 다른 패션과 구별되는 독특하고 차별화된 아

름다움을 창출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회화를 모티프로 디자인하여 예술

과 의상의 접목을 통해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속

에 함께 할 수 있고, 의상이 조형적 예술로써 그 

가치와 니트 패션산업의 부가가치 높일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니트웨어의 디자인

의 창의성 개발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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