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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satisfy consumers' desire to enjoy their own individuality and cultural trends, 

the discovery of various materials and the expression of materials embodying 

their characteristics are increasingly important in the fashion jewelry industry. 

This study examines, paper mulberry fiber, a raw material of hanji that has 

been excavated as a new material for fashion jewelry, is durable as wall as, 

soft and easy to form, has a unique texture along with, excellent aesthetic 

quality, and expresses various colors, thereby differentiating itself from 

traditional fashion jewelry materials. The material itself also has symbolic 

significance as an approach to discovering new sustainable materials for fashion 

jewelry to ensure increased specificity of the product based on the premise of 

freedom of expression. The weight and optimal drying time of chicken fiber 

were derived for the study of fashion jewelry expression using the 

characteristics of paper mulberry fiber. The techniques of casting, deflection, 

packing and winding (winding beads with fibers and straps) were derived and  

four brooches were produced in total. This study is meaningful for the future 

of, the fashion jewelry industry as it presents the uses of new materials such 

as paper mulberry fiber to induce multidisciplinary consumption and to suggest 

a direction for the creation of new value-added products. Further, in order to 

expand the realm of fashion jewelry industry with our own competitive 

products that have secured our cultural identity and uniqueness in the global 

market, there must be continued follow-up research on mass production 

methods for industri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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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현대 주얼리 산업은 가치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특성

이 내재된 소비 패턴의 변화를 볼 수 있는데 기존의 귀금속 

주얼리를 소장하기보다 트렌드 문화를 향유하고자 하는 경

향이 소비에서 드러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저렴. 

하면서도 다양한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패션 주얼리에 관

심이 높아지면서 산업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

다 패션 주얼리 산업이 지속 가능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나. 

아가기 위해서는 패션의 흐름에 맞춰 창의적 아이디어와 다

양한 디자인 개발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소재의 특성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이러한 . 

수요를 반영하고 새로운 소재를 발굴하는 데 있어 한지의 

원료 닥섬유는 소재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을 살려 제품의 

고유성을 확보하고 패션 주얼리 소재로서 지속 가능한 신소

재 발굴의 접근으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닥섬유. 

는 인피섬유로서 내구성이 강하고 부드러우며 성형이 쉽고 

재질감 표현이 용이하여 독특한 심미성과 경량성이 가장 큰 

특징이며 부피가 크고 다양한 재료를 조합할수록 무거워지

는 기존의 패션 주얼리 소재와 차별화를 이루고 있다.

한지를 포함한 종이는 추상적 조형의 오브제를 표현하는   

주얼리 작품에 자주 사용하고 있지만 소재의 활용 방식에서 

패션 주얼리 같은 대중적 상품개발을 위해서는 소재의 물성 

파악과 활용방법을 기준으로 실용성 경제성 심미성 등이 , , 

디자인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또한 독특한 재. 

질감의 표현과 다양한 재료의 조합으로 활용 방법을 다양하

게 시도하고 제작 공정의 간편화 대량화 등 한계점들을 개, 

선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닥섬유 물성이 지닌 조형적 특성을 활  

용하여 패션 주얼리를 성형하는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고 다

양한 재질감 표현을 연구하여 작품 제작을 통해 상품화 가

능한 닥섬유 패션 주얼리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신소. 

재 발굴과 다양한 재료의 조합으로 패션 주얼리의 제한된 

소재의 범위를 넘어 새로운 시각의 패션 주얼리 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부가가치 창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의

의가 있다.

연구 방법 및 범위는 관련 선행연구와 전문서적 웹사이  , 

트 등을 바탕으로 이론적 배경인 패션 주얼리 동향을 파악

하고 사례 조사를 통해 종이를 활용한 주얼리 특징을 살펴

본다 패션 주얼리 표현 연구를 위해서 닥섬유의 물적 특성. 

을 파악하여 성형 조건 및 성형 기법의 연구를 실시하고 재

질감과 문양 표현 실험을 통해 성형 방법을 도출한다 이를 . 

바탕으로 닥섬유의 특성을 이용한 패션 주얼리 작품 제작을 

브로치 총 작품으로 제작하여 닥섬유가 패션 주얼리 소재4

로서 표현 가능한 방법의 결과를 정리하고 제언하고자 한다.

이론적�배경II.�

1. 패션�주얼리의�특징

주얼리 시장은 경제 흐름에 따라 상황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 중 하나로 현대인들의 생활문화와 경제성에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주얼리는 과거부터 현. 

재까지 우리 인간의 몸을 장식하면서 자신의 심리를 표현하

는 도구로 활용되고 새로운 시대 변화에 따른 패션 소비재

로 자리 잡으면서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재료와 색상 형, 

태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다 또한 패션 트렌드를 반. 

영한 상징적 문양과 표현 방법 다양한 재료는 과학 기술의 , 

발달과 함께 오늘날에 패션 주얼리가 주얼리 산업의 한 영

역으로써 성장할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

재료에 따라 분류된 주얼리는 각각의 영역에서 시장을 형  

성하고 산업화를 이루고 있는데 패션 주얼리의 시장 규모는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년 세계 패션 주얼리 시장 규모가 2018

약 억 달러 한화 약 조 원 로 전년대비 상승하475 ( 55 ) 6.3% 

여 년부터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년 국2015 2019

내 패션 주얼리 시장 규모는 약 억 원으로 년 이6,288 2015

후 상승세에서 다소 둔화되고 있다(Wologok Jewelry 

Foundation Research Center [WJRC], 2020). 국내 주얼리 

시장규모 변화를 살펴보면 크게 비 예물시장과 예물시장으

로 구분되는데 비 예물시장이 전체 조 억 원의 시장5 4,982

규모에서 약 조 억 원인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4 2,785 80% . 

비 예물시장으로 분류되는 일반 주얼리와 패션 주얼리 산업

의 성장은 세계 패션 주얼리 시장이 성장세를 꾸준히 유지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향후 점차적으로 성장세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WJRC, 2020).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

기 위해서는 더욱 국내 패션 주얼리 산업 방향을 수요자 맞

춤형으로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소비패턴의 변화에 집중

할 필요가 있으며 차별화된 전략과 신소재 발굴을 통해 소

재의 융합 및 독특한 재질감의 표현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모색이 요구된다.

보석의 가치가 희귀하고 고가일수록 소비자들의 심리를   

자극시키고 소유 욕구를 불러일으키면서 아름다움과 자신감

으로 대리만족하는 하나의 수단이었다면 패션 주얼리에도 

이와 같은 물리적 심리적 특성이 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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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주얼리의 특징은 유행을 반영하거나 패션(Lee, 2005). 

스타일의 조화를 위해 주얼리 재료를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

이며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시각적 자(Lee & Boo, 2005) 

극을 전달할 수 있는 모든 색과 재질의 표현이 디자인의 자

유로운 표현으로 소비자들의 감성에 어필할 수 있다고 말했

다 시대적으로 주얼리의 재화 가치가 (Mhin & Nah, 2015). 

변모되면서 패션 주얼리에 사용되는 다양한 소재의 융합은 

다양한 디자인 표현이 더해져 소비자들의 시각적 감성에 따

라 소비 심리에 영향을 주고 패션 주얼리를 선택하는 데 있

어 매우 중요한 특징 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선행 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트렌드에 따라 새로운   

패션 스타일에 맞는 패션 주얼리가 요구됨에 디자인을 표현

하는 외관의 심미성과 형태적 독창성 목적에 충실할 수 있, 

는 실용성과 경제성이 패션 주얼리 디자인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색상은 착용하는 의상과 조화로운 배(Kim, 2012). 

색의 중요성을 의식하여 최근에는 다채로운 유색 보석들도 

많이 사용되고 있어 스타일링에 어울리는 컬러의 다양성 또

한 패션 주얼리의 특징이 되고 있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Each� Material� of� Fashion� Jewelry

Material Characteristic Material Characteristic

Fiber

 Soft and warm visual touch and 

various colors can be expressed

 Free and light expression of texture

Leather

 Soft and warm feeling

 Various colors, textures, and patterns 

are expressed and ligh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natural 

leather and synthetic leather

Silicon

 Resistant to high temperatures and 

excellent elasticity, flexibility, and 

abrasion resistance

 Can express various colors and is light

Plastic

 Freely processed and easy to color, 

allowing various color expressions

 Light weight and excellent weather 

resistance and impact resistance

Cerami

 Excellent molding, easy processing, 

and capable of expressing various 

colors

 Unique texture expression is good and 

gives hyperpsychic stability

 Unique texture expression and 

psychological stability

Paper

 Excellent formability and free expression 

of various textures

 Easy to process, light and capable of 

expressing various colors

 Weak in moisture and difficult to store 

depending on the shape

Wood

 Processing is easy and various colors 

can be expressed

 Lightness

Glass

 Similar to jewelry and mysterious

 Various colors can be expressed and the 

price is low

(Shin, 2014, pp.615-624) 

  

특히 패션 주얼리의 소재의 융합 신소재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면서 천연 소재를 비롯한 인공적으로 가공된 소재들이 

자유로운 표현을 전제로 다양하게 조합되어 사용되고 있는

데 이와 같은 특징을 패션 주얼리에 주로 사용되는 소재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서 확인해보고자 한다.

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 가지 소재가 공존하는데   Table 1.

대체적으로 다양한 색상 표현이 가능하고 소재에 따라 중량

감과 재질감 표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와 . 

가장 가까운 종이는 가공이 용이함으로 조형성과 재질감 표

현이 우수하고 다양한 색상을 나타낼 수 있는 특징을 지녔

다 여기에 패션 주얼리로서 디자인에 따라 볼륨감 부피감 . , 

등에 자유로울 수 있는 가벼움이 종이 소재의 큰 장점이지

만 수분에 약하고 형태의 보관이 어려울 수 있는 단점이 있

어 보완할 수 있는 마감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가죽 나무 등 천연 소재와 달리 합성수지 실리콘과   , , 

같은 소재가 대량화 될수록 환경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적 신소재 발굴은 많은 산업 분

야에서도 미래사회의 핵심이 되고 있다 앞으로 패션 주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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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디자인과 색상을 소재 중심으로 다양화될 수 있도록 많

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며 과학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소재

들이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융합될 때 미래 패션 주얼리 산

업과 소비자들의 선택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되고 성공적인 

의미가 될 것이다.

종이를�활용한�주얼리�사례2.�

종이는 오랜 역사 속에서 각 나라마다 생산되는 원료와 시

대가 품고 있는 문화의 반영으로 인해 특색 있는 종이가 생

산돼 왔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흥미로운 소재로 선택되. 

어 문구 생활소품 의복 등 무수한 제품들을 만들어 내면서 , , 

종이의 활용 영역이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종이는 우리의 일상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소재로써 

매우 친숙하고 자연스러운 경향이 있지만 그만큼 새로운 수

요시장의 창출을 위해서는 종이의 물성에 대하여 연구하고

활용할 수 있는 특성을 찾아낼 필요성이 있다 선행연구를  . 

Figure� 1.� Johana� Paper� Accessory� 2013�
(www.kcdf.or.kr)

Figure� 2.� Paper� Bracelet
(Joo, 2015, p.46)

Figure� 3.�Myung� Urso,� Necklace,� 2010�
(www.myungurso.com)

Figure� 4.�Myung� Urso,� Brooch,� 2016
(www.myungurso.com)

보면 이미 많은 작가들이 종이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

탕으로 자신의 철학을 투영하여 다양한 작업을 해온 것을 

알 수 있는데 선행 연구사례를 살펴보면서 종이 주얼리에 

대한 연구현황과 접근 방식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은 종이가 접히는 방향성에 따라 또 다른 공간감  Figure 1

을 주고 한지와 천을 배접하는 방법으로 다양하게 형상화하

였다 기하학적인 구조를 옻칠한지 천연 염색 한 옥사 모. , , 

시 등 자연의 재료를 활용해 잘 어우러지도록 했으며 색상

의 은은함과 모던한 형태감을 보여주고 있다(Korea Craft 

& Design Foundation [KCDF], 2013).

종이의 장점인 염색과 커팅을 효과적으로 표현한   Figure 

는 원하는 모양을 커팅하고 염색 후 건조한 다음 일래스틱 2

밴드로 연결하여 팔찌를 제작하였다 다양한 색상 배합 연. , 

결할 때 규칙과 불규칙을 통해 종이의 조형적 특성을 잘 보

여주고 있다(Joo, 2015).

는 에서 보  Myng Urso(www.myungurso.com) Figure 3, 4

는 바와 같이 한지와 고서 먹을 이용한 채색 등 한국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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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와 면 실크 실버 골드 등 다른 섬유와 금속을 접기, , , , 

말기 자르기 등의 기법과 접목시켜 소재의 고유성을 잘 나, 

타내고 있다.

는 몰드를 제작한 후 캐스팅 기법을 응용하여 한  Figure 5

지에 접착제를 발라가며 조형적으로 나타내고 그 위에 먹 

염색을 한 뒤 묽은 풀칠을 한 작품이다 바람의 형상을 은 . 

선으로 표현하여 선의 유연함이 먹 염된 한지와 조화를 이

루면서 한국적 정서를 느끼게 하고 있다(Park, 2017).

스털링 실버 에나멜 구리와 바닥 부분을 한국 전통 유종  , 

지로 제작한 반지 은 한지를 고깔 형태로 말아서 Figure 6

크기에 변화를 주고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게 입체적으로 

조형하였다 각각의 한지 조형물에 빛이 투과되어 한지의 은. 

은한 색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의   Janna Syvanoja(www.jannasyvanoja.com) Figure 7, 8

Figure� 5.� Korean� Paper� Brooch
(Park, 2017, p.110)

Figure� 6.� Korean� Traditional� Oil� Paper� Ling,� 2009�
(www.heejookim.com)

Figure� 7.� JannaSyvanoja� Necklace,� 2017�
(www.jannasyvanoja.com)

Figure� 8.� JannaSyvanoja� Necklace,� 2018�
(www.jannasyvanoja.com)

은 종이와 탄성 코드 스틸 와이어의 재료를 융합하여 만든 , 

목걸이다 인쇄된 종이 책등을 사용하면서 그 재료들의 의. , 

미를 리드미컬하게 형상화하며 표현하고 있다.

국내외 종이를 활용한 주얼리 사례를 살펴보면 패션 주얼  

리보다 작품에 가까운 아트 주얼리로 볼 수 있었다 대부분 . 

종이의 소재를 자르고 휘고 염색하고 다른 소재와 융합하, , 

여 작가 중심에서 해석과 자기만의 방식들로 활용하고 있으

며 하나의 오브제를 표현하는 조형물의 작품들로 여겨진다. 

종이 소재가 작가 위주의 작품에서 다뤄지는 소재로서 머무

르지 않고 대중에게 좀 더 가까이 파고들 수 있는 종이의 

특성을 활용한 다양한 표현 방법에 대중성과 경제성 실용성 , 

등의 산업화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패션 주얼리의 소재로써 가능함을 보여준다면 소

비자가 요구하는 감성적 디자인과 새로운 소재의 융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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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주얼리 산업에 고부가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차별화된 

패션 주얼리 개발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닥섬유�활용�현황�및�특징3.�

전통적으로 한지와 닥섬유의 활용은 다양한 공예기법을 통

해 안경집 술잔 요강 같은 생활 소품에서 내의 두루마기, , , , 

갑옷까지 용도에 따라 염색과 바느질 엮기 등의 방법으로 , 

생활에서 쓰임새가 다양했음을 알 수 있다. 닥섬유의 활용은 

현재까지도 전통공예기법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닥섬유

가 활용된 전통과 현대의 공예품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작품 현황과 각각의 특징을 통해 닥섬유 활

용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닥섬유는 우리나라 전통공예 중 지호 공예에서 가  ( ) 紙糊
장 두드러지게 사용되고 있다 지호공예는 닥섬유 형태에 찹. 

쌀 풀을 섞거나 한지 폐지 등을 찢어서 물에 찌고 풀을 섞, 

어 끈적한 죽처럼 만든 후 기형 을 만드는 기법이다( ) .器型

Figure� 9.� Jiho� Craft� Jangdokdae2,� 2018�
(www.mu-um.com)

Figure� 10.� Paper� Mulberry� Fiber� Color�Mix�Molding�
(Lee & Kim, 2011, p.83)

Figure� 11.� Paper�Mulberry� Fiber� Brooch,� 2020�
(hayko.tv)

Figure� 12,� Paper� Mulberry� Fiber� Light
(Hwang, 2010, p.64)

 

함지박이나 항아리 등 기물을 엎어놓고 그 위에 일정한 두

께로 덧발라 형을 만든 후 완전 건조 후에 그릇 틀에서 분

리시키고 안료로 채색하거나 문양을 넣어 헝겊으로 광택을 

내며 마무리한다(Yang, 2015).

전통 지호공예 사례로 박갑순 작품 의 장독대는   Figure 9

오랜 인내의 시간을 거쳐 소담함과 친근함을 담아낸 작품으

로 각기 다른 크기의 장독대가 닥섬유를 올려붙여가는 형태

와 크기 부피감을 다르게 표현한 작품이다 항아리 작품처, . 

럼 전통적으로 지호공예 기법은 찰흙과 지점토 대신에 가볍

고 운반이 용이한 닥섬유 죽으로 다양한 생활용품에 활용되

었고 장식성과 실용성이 우수한 특징임을 알 수 있다(Jang, 

닥섬유를 컬러 믹스 기법으로 조형한 작품 2009). Figure 

은 선염 개념으로 닥섬유에 풀과 아크릴 물감을 혼합하여 10

흡수성이 우수한 점을 살려 색상을 다채롭게 표현할 수 있

어 다양한 작품 또는 상품에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의 작품은 닥나무를 끓이고 빻아 닥섬유를 준비  Figure 11

하는 초기 단계부터 자연의 순환을 연상시키며 닥나무 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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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태가 소멸되었다가 새로운 조형물로 재창조되는 과정

에서 닥섬유의 자연미를 보여주고 있다 의 닥섬유 . Figure 12

조명은 닥섬유를 닥지 형태로 떠내어 부조적 조형미를 나타

내며 기하학적인 공간감 안에 은은함과 따뜻함을 표현하고 

있다. 

작품 사례를 통해 살펴본 닥섬유의 활용은 지호공예 기법  

의 전통적인 방식을 유지하면서 현대적 방식의 캐스팅 기법

과도 혼합되어 있었다 그리고 닥섬유 소재 본연의 물성을 . 

살려 조형을 극대화하면서 인테리어 조명 장신구 생활 공, , 

예품 등 다양한 분야에 확대되어 활용되고 닥섬유의 독특한 

질감 염색성 경량성 빛의 투과성 등의 특징을 파악할 수 , , , 

있었다 닥섬유의 특징이 부각되면서 다양한 산업의 소재로. 

써 활용되기 위해서는 전통 공예기법을 융합한 새로운 기법

을 위해 기술적 고안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독. 

특한 재질감을 표현할 수 있는 소재 중심으로 현대적 감성

의 다양한 디자인 개발이 지속돼야 할 것이다.

닥섬유�성형�방법에�따른�표현�연구III.�

닥섬유의�물성1.�

한지의 주원료는 인피섬유를 사용하는데 아마 저마 대마, , , 

닥 뽕나무 등의 원료가 속하고 이중 현재 전통한지의 주원, 

료인 닥나무 는 뽕나무 과에 속하는 낙엽관(paper mulberry)

목으로 섬유의 길이가 일반 펄프에 비하여 길다는 것이 특

징이다 닥나무가 한지의 주원료로 사용된 시점(Kim, 2007). 

은 역사적으로 중국에서 종이 제조 기술이 전해지고 우리만

의 기술력을 확보하여 독자적인 한지 제조 기술력을 지니는

데 중요한 요건이 될 때부터이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환경. 

이 닥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이었고 닥나무도 같은 노

동력으로 많은 섬유를 추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이 제조 . 

기술 도입 초기에는 주로 마섬유를 원료로 만들었고 고려까

지는 닥섬유를 조선시대에는 닥섬유를 비롯해 뽕나무와 심, 

지어 이끼 볏짚 등을 사용해 한지를 제작했다· (Jeon, 2012).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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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적으로 고려 시대의 한지는 질이 좋은 닥나무의 사용으

로 주변 국가에서 칭송할 만큼 매우 부드럽고 질기며 두꺼

워 중국에서 고치종이 로 불렸다는 기록이 있어 한지의 우‘ ’

수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Park, 2017).

한지가 다른 종이에 비해 보존성과 강인성 그리고 재질  , 

감 등의 여러 가지 물성에서 고유한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물성의 차이는 원료와 첨가물 그리고 제지법에서 차이, 

가 나온다 서양의 종이와 비교했을 때 양지는 (Jeon, 2012). 

동양의 종이에 기본을 두고 있어 초기에는 마직물을 원료로 

생산했지만 원료 공급 부족으로 목재 펄프를 사용하고 1844

년에 작센의 직조공이었던 켈러 는 나무를 원료로 한 (Keller)

펄프 제조과정을 특허로 등록하면서 전 세계 (Pierre, 2000) 

종이 시장을 장악하게 되었고 이는 유럽 중심의 서양 종이

와 아시아 중심의 동양 종이가 나뉘게 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목재펄프는 단 섬유로 강도가 낮고 견고성이 떨어지는 반  

면 닥나무는 섬유를 구성하는 주성분인 펜토산(pentosan), 

홀로셀룰로오스 의 비율이 적정하게 함유되어 (holocellulose)

종이 펄프로 사용하는 침엽수의 섬유 장 나 활엽수의 3mm

섬유 장 보다 훨씬 긴 섬유 장 내외로 장섬1.2mm 8.2mm 

유라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닥나무 표면에 미끈거리는 리그. 

닌 성분은 섬유 채취 과정에서 깨끗하게 제거를 하(lignin) 

는 것이 중요한데 잘 제거된 닥섬유일수록 조직 자체의 강

도가 뛰어나고 섬유의 결합도 강하여 질긴 종이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닥섬유와 단섬유 혼합(Lee, 2002). 

에 따른 한지의 물리적 성질을 비교했을 때 닥섬유 비율이 

높을수록 펄프지에 비해 밀도는 적고 투기 도와 열 장단, 

파열강도 인열 강도 내 절도가 높아 질기고 강한 성질을 , , 

보여준다 한지는 섬유 자체의 물리적 (Kang & Joo, 2005). 

성질이 전통 제지법인 고해 의 정도에 따라 질기고 강( )叩解
한 종이를 만드는 외발 뜨기 기술력을 확보하면서 닥섬유가 

한지 발에 얹어지는 정도에 따라서 두껍고 평활도가 고르며

사방으로 질긴 성질의 강인성을 갖게 했다. 

이처럼 장섬유인 닥섬유는 한국 전통의 초지법인 외발 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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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H�Measurement� Result� for� Each� Sample

Type

Type� of� Lye Korean� paper�manufacturing� process
Korean
Paper

Buckwheat
Rice
Straw

cotton� stalk Scrub � bleach Dissociation

pH 10.21 9.45 8.99 8.06 7.43 8.04 7.89

(Jung & Yoon, 1999, p.66)

기의 기술과 접목되면서 한지를 방향성이 없으면서도 질긴 

종이로 만들 수 있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또한 한지는 뛰어난 내구성으로 천년 이상의 보존성을 나  

타내는데 그 배경에는 중성지의 특성을 말할 수 있다 중성. 

지는 산화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알칼리성이 강한 천

연 잿물에 닥나무를 삶아 표백하고 흐르는 물에 세척하는 

과정과 장섬유의 결속력을 개선하기 위해 황촉규 뿌리에서 

추출된 점액으로 만든 닥풀을 사용하여 를 띄는 중pH 7.89

성지로 유지하게 해준다 이처럼 한지 제조과정에서 중성지. 

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한지의 보존성을 증

명하면서 우리 종이 한지를 세계적인 우수한 종이로 인정받

게 했다 반면 양지는 의 강한 산성을 띄고 있어 . pH4~5.5

세월이 흘러 서서히 산가수분해로 종이가 열화 되고 년 100

정도 지나면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분해되어 버린다(Jeon, 

이는 양지가 산성이어서 보존이 짧다는 것을 알 수 2012). 

있으며 단 섬유로써 물에 매우 약해 강도와 내구성이 낮아 

다양한 재질적 표현을 하기 에는 제약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에 강한 한지가 양지보다 흡수성이 우수한 부분도 . 

닥섬유의 고유한 특성에 기인하여 소량의 습기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염색할 경우 착색 효과가 뛰어나다는 점을 

알 수 있다(Hwang, 2011).

닥섬유의 물성을 정리해보면 종이를 만드는 원료 중 장섬  

유로써 제지술의 방법에 따라서 질기면서 강한 성질을 나타

내고 뛰어난 내구성을 갖추고 있다 또한 섬유 재질이 매우 . 

부드러우며 가볍고 흡습성이 좋아 염색이 가능하다 이러한 , . 

물적 특성은 닥섬유가 서로 결속했을 때 가벼우면서도 조형

물로써 강한 성질로 단단함을 갖게 하여 내구성 유지에 도

움을 주고 수분 상태의 닥섬유는 재질감 표현이 용이하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닥섬유의 활용 현황과 특성에서 살펴본 것처럼 닥섬유가   

갖는 다양한 특성이 여러 분야에 활용되고 있지만 시간적 

경제성이 매우 낮아서 새로운 기법의 연구가 요구되었다 지. 

호공예 기법은 닥섬유나 한지에 찹쌀 풀을 섞어서 응집력을 

높여 형태를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했지만 닥섬유 

물성 중 장섬유로써 물에 강하고 응집력이 우수하여 조형성

이 뛰어나다는 점을 보아 풀을 섞지 않아도 조형에는 무리

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간편성과 경제성에 영향을 줄 것

으로 보여 진다 닥섬유가 산업화의 소재로 활용되기 위한 . 

요건을 충족시키고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

도록 심화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실험을 통해 닥섬유의 물. 

성을 바탕으로 닥섬유에 풀을 섞지 않고 패션 주얼리를 표

현할 수 있는 성형 조건과 기법을 연구하여 닥섬유가 다양

한 표현이 가능함을 증명하고자 한다.

닥섬유�성형조건�연구2.�

닥섬유 소재를 패션 주얼리 소재로써 기능성 내구성 및 디, 

자인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닥섬유 중량 및 건조 실험을 실

시하여 패션 주얼리의 성형 조건을 도출하고자 한다.

중량 실험1) 

닥섬유 중량 실험은 닥섬유 함량을 각각 100% 15g, 20g, 

의 단계로 설정하고 지름 정도 크기에 맞25g, 30g 4 7.5cm 

춰 캐스팅한 후 건조기를 에 맞춰 약 시간 정도 건조70 2℃

하고 성형물의 상태를 확인하여 가장 적정한 중량을 도출한

다.

닥섬유 성형물의 중량 도출 실험을 실시한 결과   닥섬유 

은 면적 대비 중량이 적어 적정 시간을 건조했을 때 두15g

께가 얇아 형태 변형이 매우 심하고 도 약간의 변형이 20g

나타났다 의 닥섬유는 면적 대비 두께도 적당하면서 형. 25g

태 변형도 거의 없었으며 은 두껍고 투박해 보여 문양의 30g

선명도도 에 비해 낮았다 따라서 단계로 나눠 닥섬유 25g . 4 

성형물 중량 실험한 결과 최적의 중량은 으로 도출되었25g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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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xperiment� to� Derive� Weight� of� Paper�Mulberry� Fiber�Molding

Paper Mulberry Fiber 15g Paper Mulberry Fiber 20g

 Paper Mulberry Fiber 25g Paper Mulberry Fiber 30g

(all pictures taken by authors)

Figure� 13.�Measurement� of� drying� time� of�molding
(taken by auth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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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rying� Time� Measurement� of� Paper� Mulberry� Fiber� and� Felt� Moldings

Drying� time Paper�Mulberry� Fiber Pulp

2 hours 1-25g A little damp a-25g Slightly damp

2 hours 

30 minutes
2-25g Completely dry b-25g Completely dry

3 hours 3-25g Completely dry c-25g Completely dry

4 hours 4-25g Slightly deformed d-25g Slightly deformed

5 hours 5-25g Very deformed e-25g Very deformed

Table� 6.� The� Technique� of� Winding� the� Ball� with� Thread� Molding� Process

Material Process� 1 Process� 2 Process� 3

Paper Mulberry fiber, 

cotton yarn, Styrofoam ball, 

landing net, Bowl, Paper 

Mulberry fiber 25g 

Remove 25g of Paper 

mulberry fiber in 1 liter of 

water and stir well.

Filter the Paper mulberry 

fibers to form a sheet.

Remove moisture from the 

sheet with a towel.

process� 4 process� 5 process� 6 Molding

Wrap the Paper mulberry 

fiber around the

styrofoam ball.

Use cotton yarn to wind it 

in a radial direction.

Separate the styrofoam ball 

from the molding.
Dry perfectly.

(all pictures taken by auth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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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 실험2) 

닥섬유와 펄프 각각 을 캐스팅 성형 후 온도에서 25g 70℃ 

건조시간을 측정하는 실험을 실시하여 제작 단계에서 건조

시간의 생산적 비중을 파악한다. 

닥섬유와 펠트 성형물 건조시간 측정한 결과 건조기에   7

를 유지하고 닥섬유 번과 펠트 를 동시0 25g 1~5 25g a~e℃

에 넣고 시간 후 닥섬유 번과 펄프 를 꺼내어 상태를 살2 1 a

펴보니 닥섬유와 펄프 모두 약간의 축축함이 남아 있고 30

분 뒤 닥섬유 번과 펄프 를 살펴보니 완전 건조가 되었2 b

다 시간 후 닥섬유 번과 펄프 는 시간 분 건조한 성. 3 3 c 2 30

형물과 비슷하였고 시간 후 닥섬유 번과 펄프 를 꺼내어 4 4 d

확인했을 때 형태가 조금 변형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 . 5

건조한 성형물은 변형이 매우 심하고 테두리 부분과 얇게 

성형된 부분의 뒤틀림 현상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닥섬유와 . 

Table� 7.� Quilling� Molding� Process

Process� 1 Process� 2 Process� 3 Process� 4

 

Release the fibers in the 

water.

Dye by mixing gold dye 

with white paper fiber

Red dye is mixed with 

white fiber and dyed.

Creates white, gold and red 

Paper mulberry fiber sheets.

Process� 5 Process� 6 Process� 7 Molding

 

White, gold and red sheets 

are stacked.
Try to roll it in a circle.

Remove moisture and 

press.

After complete drying, cut 

into 1cm intervals with a 

knife.

(all pictures taken by authors)

펄프의 성형 후 최적의 건조시간은 제작의 효율성을 고려하

여 시간 분으로 도출되었다2 30 . 

닥섬유�성형기법�연구3.�

닥섬유 성형은 위 성형 조건 도출에 따라 다양한 성형을 시

도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성형 기법은 구실매기 기법 퀼링 , 

기법 싸감기 기법 캐스팅 기법으로 분류하고 각각 닥섬유 , , 

성형의 방법을 도출하기 위한 실험을 하였으며 성형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실매기 기법1) 

구실매기란 스티로폼 볼에 닥섬유를 감싸고 면사로 방사선 

형태로 감아 압축한 후 수분을 제거하여 실의 감겨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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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힘을 가하면 표면 효과를 불규칙적으로 나타내는 

성형 방법을 말한다 구실매기 기법 실험을 실시하고 적용. 

방법에 따라 순서를 정리하면서 실의 감기에 의한 표면 재

질감을 확인한다.

의 구실매기 성형 과정을 분석해보면 구실매기는   Table 6

스티로폼 구의 둘레로 닥섬유를 감싸면서 일정량의 수분을 

제거하고 방사선 방향으로 면사를 감아 압형하는 성형 방법

으로 실의 두께와 실의 표면 재질감 감는 방법에 따라 닥, 

섬유에 압형의 흔적을 남겨 표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

법이다 그리고 스티로폼 구를 제거하고 건조 한 후 성형물. 

이 그대로 보존되어 오목한 입체적 공간감을 갖게 하여 입

체적 이미지나 장식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구. 

실매기는 다양한 구의 활용으로 크기와 형태를 조절할 수 

있어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도출되었다.

Table� 8.�Wrapping� Technique�Molding� Process

Process� 1 Process� 2 Process� 3 Process� 4

Prepare mesh fabric and 

25g of paper mulberry 

fiber.

Release the fibers in the 

water.

Filter the paper mulberry 

fibers to form a sheet.
It removes moisture.

Process� 5 Process� 6 Process� 7 Molding

Wrap the dehydrated fiber 

with mesh fabric.

Wrap it with mesh fabric 

and apply force.

Remove moisture 

completely with a towel.

Mesh fabric and fibers and 

dry them completely. 

(all pictures taken by authors)

퀼링 기법2) 

퀼링 기법은 종이 공예에서 많이 활용되는 기법 중 하나로 

퀼링의 방법을 닥섬유 성형에 적용하여 패션 주얼리 개발의 

기법으로 순서에 따라 실험하고 정리하여 성형 방법을 확립

하고자 한다. 

퀼링 성형 과정은   에서와 같이 먼저 닥섬유를 표Table 7

현하고자 하는 색으로 선염을 드린 후 닥섬유 시트를 겹쳐

놓고 압력을 가하여 만든 성형 방법이다 겹치는 방법 색상 . , 

등에 따라 회오리 효과 단층 효과 등 다양한 효과를 나타, 

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닥섬유를 이용한 퀼링 . 

기법의 조형물은 종이 퀼링 기법에 비교하였을 때 견고하여 

보조재 없이도 패션 주얼리로 활용이 가능하고 색상의 배합, 

겹치는 방법에 따라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도출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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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감기 기법3) 

닥섬유를 재질감이 있는 망으로 감싸고 압력을 가하여 성형

물의 표면에 압력 흔적을 남기는 성형 방법으로 개발을 위

한 실험을 실시하고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성형 방법을 확

립하고자 한다.

싸감기 기법을 분석하면 망사의 형태와 재질감에 따라 독  

특한 재질감의 성형물을 만들 수 있고 표면 전체적으로 같

은 문양을 또는 다른 문양을 표현할 수 있는 기법이다 단. 

점은 같은 성형물로 제작하기가 어려워 조형에 있어 다양성

을 줄 수 있지만 같은 패션 주얼리로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싸감기 기법은 다양한 표현 도구에 따라서 독. 

특한 재질감을 구현할 수 있지만 똑같은 형태의 조형은 어

렵다는 점이 도출되었다. 

Table� 9.� Casting� Molding� Process

Process� 1 Process� 2 Process� 3 Process� 4

Draw the design with a 

pen on the 1cm styrofoam.

Use a carving knife to dig 

design pictures at an angle.

After releasing the fiber 

into the water, filter it 

using mesh net.

Remove moisture by 

making a sheet of suitable 

size.

Process� 5 Process� 6 Process� 7 Molding

Put the Paper mulberry 

fiber sheet on the molded 

plate

Put a towel on the fiber 

sheet and press it with the 

palm of your hand.

Separate the molding from 

the mold.
 Dry completely.

(all pictures taken by authors)

캐스팅 기법4) 

닥섬유 캐스팅 성형 기법은 기존의 캐스팅 기법과 크게 다

르지는 않지만 문양 선택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함

을 증명하고 닥섬유에 캐스팅 실험과 적용 방법에 따라 정

리하면서 건조했을 때 문양의 선명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캐스팅 성형 기법 개발은 닥섬유가 습윤 상태일 때 문양  

이 새겨진 성형 판위에 올려놓고 일정한 힘을 가해 찍어내

는 방법으로 같은 문양의 표현을 반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나무의 결 요철 등이 있는 성형 판의 재질과 가공, 

에 따라 표현력이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따라서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의 문양을 다양하게 성. 

형 판으로 제작한다면 성형하는 과정이 매우 간편하고 용이

하며 반복 생산이 가능한 점을 부각시켜 활용도가 높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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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판단되며 패션 주얼리의 상품화에도 적합할 것으로 보

인다.

성형 기법 실험 과정을 통해 도출된 성형 방법을 정리하  

면 구실매기 기법은 얇거나 굵은 봉 원형 형태의 구를 중, 

심에 두고 물에 풀어진 닥섬유를 포개어 실을 감아가면서 

힘을 가해 수분을 제거하는데 이때 표면에 실이 지나면서 

형성되는 문양과 아닌 부분의 재질감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퀼링 기법은 닥섬유를 선염하여 다양한 색상의 

섬유질이 층을 형성하면서 압력을 가해 말아가는 방법으로 

회오리 같은 불규칙한 움직임을 보여준다 싸감기는 망사. , 

레이스 등 요철 또는 재질감을 가진 재료를 이용하여 닥섬

유를 싸 감았을 때 나타나는 재질감과 문양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기법이며 원하는 문양 디자인의 성형 판을 제작하여 

닥섬유를 올려놓고 힘을 가해 찍어내는 캐스팅 성형 기법이

라고 요약할 수 있겠다 각각의 방법 모두 패션 주얼리에 . 

적용이 가능하고 응용하여 제작할 수 있으며 이후 추가적인 

성형 기법을 연구하여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확인되었다. 

또한 닥섬유가 습윤 상태에서 성형 위한 조건으로 풀이 섞

이지 않아도 성형물로서 형태를 고정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구현하는 데 있어 전혀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작품제작.�Ⅳ

닥섬유의 물성을 파악하여 실제 브로치 성형을 위한 닥섬유 

중량과 건조시간을 실험한 결과 닥섬유 사용 시 100% 25g, 

온도 에서 시간 분 정도 건조하였을 때 성형물의 70 2 30℃

Figure� 14.� Technical� Drawing
(drawn by authors)

Figure� 15.� Paper�Mulberry� Fiber� Brooch� 1
(made by authors)

변형과 수축률이 최소화로 나타나 가장 최적의 조건으로 도

출되었다 이와 같은 조건을 바탕으로 닥섬유 성형 기법 실. 

험을 통해 닥섬유의 응집력이나 결합력을 높이기 위한 별도

의 첨가제 없이도 성형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성형물 제작의 조건을 바  

탕으로 연구한 성형 기법 구실매기 퀼링 싸감기 캐스팅을 , , , 

각각 적용하여 패션 주얼리 총 점을 제작하였다 패션 주4 . 

얼리의 시각적 이미지 전달을 위한 색상 표현은 아크릴 물

감을 사용하였으며 진주 크리스털 같은 재료로 장식하였다, .

브로치�1.� 1

기법 구실매기 캐스팅1) : , 

제작방법 2) 

꽃의 이미지를 연상시킬 수 있는 시각적 자료를 조사하고 

디자인 스케치를 통해 도식화하여 꽃받침과 봉우리의 비율

을 적정하게 맞춘다. 

구실매기 방법으로 봉우리 형태를 만들고 캐스팅 기법으  

로 연잎 모양의 밑판 두 가지를 각각 성형하고 완전 건조 

후 아크릴 물감으로 색을 입체적으로 표현한다 봉우리 안에 . 

진주 장식은 와이어로 말아서 접착제로 고정시키고 3mm 

받침 중앙에 맞춰 봉우리도 부착시킨다.

브로치�2.� 2�

기법 퀼링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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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방법 2) 

나이테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한 시각적 자료를 조사하고 디

자인 스케치 후 도식화한다 검정으로 선염한 닥섬유와 흰색 . 

닥섬유를 각각 시트로 만들어 평평하게 겹쳐 놓고 압력을 

가해 두께는 지름 약 정도로 말아서 건조 후 칼 또7.5cm 

는 톱으로 절단한다 방수를 위한 마감 처리로 섬유 방수액. 

에 약 분 정도 담근 후 한 번 더 건조한다10 .

브로치�3.� 3

기법 싸감기1) : 

제작방법 2) 

뱀의 피부에서 느껴지는 딱딱하면서도 촘촘한 표면을 이미

지화하기 위해 시각적 자료를 조사하고 디자인 스케치를 통

Figure� 16.� Technical� Drawing
(drawn by authors)

Figure� 17.� Paper� Mulberry� Fiber� Brooch� � 2�
(made by authors)

Figure� 18.� Technical� Drawing
(drawn by authors)

Figure� 19.� Paper�Mulberry� Fiber� Brooch� 3�
(made by authors)

해 도식화한다 재질감 표현을 위해 닥섬유를 거친 망사로 . 

감싸고 압력을 가하여 성형한 후 망을 분리하여 건조한다. 

입체적인 성형물의 시각적 효과를 위하여 아크릴 물감으로 

뱀의 피부 표면 재질감이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입체적인 채

색을 한 후 진주를 와이어로 말아 오목한 중심 2mm, 3mm 

부분에 접착제로 붙이고 그 위에 진주로 장식한다10mm .

브로치�4.� 4�

기법 캐스팅1) : 

제작방법 2) 

연꽃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시각적 자료를 조사하고 디

자인 스케치를 통해 도식화한다 먼저 폼 보드에 도안. 1cm 

을 그리고 조각칼로 도려낸 후 닥섬유를 올려놓고 압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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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 Technical� Drawing
(drawn by authors)

Figure� 21.� Paper�Mulberry� Fiber� Brooch� 4
(made by authors)

가해 찍어내어 성형한 후 건조한다 우아함과 고혹적인 미를 . 

표현하는 보라색 계열의 아크릴 물감으로 문양의 선명도가 

높아지도록 그러데이션 채색한 후 펄이 가미된 실버 색상으

로 가운데 부분을 색칠하여 진주 장식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결론�및�제언.�Ⅴ

닥섬유는 침엽수와 활엽수에 비해 2.5~ 배 섬유길이가 길고 6

펄프지에 비해 밀도는 적으나 투기 도는 높다 또한 펄프지. 

에 비해 열 단장 파열강도 인장강도 내 절도가 높은 특징, , , 

을 보이는데 이러한 닥섬유의 특성을 바탕으로 성형을 하였

을 때 수분이 완전히 제거된 후에는 섬유질끼리의 응집력이 

좋아 단단하고 경량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또한 염색. 

성이 좋아 색상 표현이 우수하고 성형 기법에 따른 다양한 

디자인의 의도에 맞는 표현을 시도하였을 때 용이하여 캐스

팅을 위한 성형 판 제작 시 생산의 효율성을 높여 산업화 

가능성을 보여줬다 또한 닥섬유에 별도의 첨가제를 섞지 않. 

고 성형의 조건을 도출하여 기존의 닥섬유 활용에 있어 시

간적 경제성의 단점을 보완하고 과정을 효과적으로 간편화

하였다 이러한 성형 조건과 기법의 연구는 닥섬유가 패션 . 

주얼리의 소재로써 매우 활용도가 높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패션 트렌드를 반영한 콘셉트와 색상으로 소비자들의 개성

에 맞는 시각적 표현이 가능한 것으로 실물 제작을 통해 확

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닥섬유의 경량화 염색성 조형적 특성  , , 

을 극대화하는 기술을 담아낸 패션 주얼리가 미래 패션 주

얼리 산업의 시장 확대에 따른 향후 기술 수요 변화에 능동

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이에 소재의 . 

습윤 시 가변성에 따라 패션 주얼리의 다양한 표현기법들이 

디자인의 확장을 기대할 수 있어 차별화된 부가가치 창출의 

방향성이 제시되었다 앞으로 닥섬유 패션 주얼리가 주얼리 . 

산업에서 신소재의 발굴뿐 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과 우리 

전통의 독자성을 갖춘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산

업화를 위한 대량생산 방법의 후속 연구가 지속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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