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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019년 12월 초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코로나바이러

스 감염병으로 인해 전 세계 지역에서 1억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Coronavirus Disease-19 Repu-

blic of Korea, 2021), 세계보건기구는 2020년 3월 11일 

코로나19 팬데믹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Park, 2020). 

개인의 건강안전 보호를 위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

되었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한 마스크 수요

는 꾸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및 

황사, 바이러스, 한파 등 환경적 위해요소의 차단을 위

한 마스크 착용이 일반적이었지만 마스크 착용을 꺼

리던 유럽, 미주 국가에서도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을 권

장하면서(Morenne & Stancati, 2020) 마스크 착용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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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지구인의 평범한 일상이 되었다. 장시간 마스크 사

용으로 인한 불편감은 KF 등급의 마스크보다 답답함

이 덜한 천 마스크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수제 면 

마스크를 사용하였을 때 비말이 퍼져나가는 평균 거리

는 6.3 cm에 불과하다는 실험결과(Verma et al., 2020)

를 볼 때 올바른 천 마스크 착용은 감염병 예방에 효과

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 이후 국내에서 매일 

버려지는 일회용 마스크는 2,000만 개이며 일회용 마

스크의 주성분인 폴리프로필렌은 썩는데 450년, 귀

걸이 부분인 폴리우레탄은 30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소각했을 때는 페트병보다 온실가스를 36% 

더 배출할 것으로 예상된다(Kim & Kang, 2021). 천 마

스크 착용으로 마스크 사용 수명을 연장하는 것은 폐

기물을 줄이는 지속가능 소비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이전에는 감염병 예

방이라는 기능성을 중심으로 마스크 수요가 형성되었

으나 이제는 기능성뿐 아니라 개인의 욕구가 반영된 

마스크에 대한 수요층이 증가하고 있다. 패션업계는 

이런 추세에 힘입어 패션 마스크를 디자인하기 시작

했고, 마리세르(Marine Serre)는 스웨덴의 마스크 명가 

에어리넘(Airinum)과 협업으로 에어필터를 장착한 독

특한 디자인의 마스크를, 버버리(Burberry)와 오프화

이트(Off-White)는 로고를 살린 면 마스크를 출시하였

다(Kim, 2020). 코로나 일상화로 매일 착용할 수 밖에 

없는 마스크에 디자인적 요소를 가미하여 패션의 수

단으로 재해석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필요한 연구라 

할 수 있다. 국내 마스크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소비자 현황분석(Kang, 2015)과 실험

연구에 기반한 기능성 연구(Kim, 2017), 기능적 마스

크 디자인에 관한 연구(Im & Kim, 2020; Shon, 2018)가 

이루어져 왔다. 마스크 디자인 개발 연구(Kwon, 2018; 

Lee et al., 2019) 또한 기능성을 바탕으로 한 연구였으

며, 마스크 브랜드 분석을 통해 텍스타일 패턴 마스크 

디자인을 개발한 연구(Kim & Yum, 2018)가 있지만 텍

스타일 패턴을 실물 마스크로 현실화하지 못한 아쉬

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른 패션 아이템에 비해 학

문적 접근과 연구자료가 부족한 패션 마스크 디자인

을 개발하였다. 디자인 모티프는 한국의 전통 문양을 

활용하였다.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성공으

로 인기가 높아진 K-컬쳐에 이어 K-방역이라는 새로

운 트렌드를 제시하며 세계의 이목을 끌었던 한국의 

마스크에 전통 문양을 재해석한 디자인 접목은 K-방

역 디자인 상품화의 가능성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의 전통 문양은 건축, 문화재, 생활소품 

등 모든 조형 예술에서 이용되며 사회 구성원에게 정

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매개체이다. 특히 패

션 디자인에 있어 문양은 상품의 고유한 이미지를 표

현하고 디자인을 차별화하는 핵심 요소라 할 수 있으

므로 전통 문양을 활용한 패션 디자인 개발은 실무적, 

학문적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패션 액세서리에 

전통 문양이 응용된 상품은 소수이며, 마스크에 적용

된 사례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

국의 정서가 반영된 전통 문양을 모티프로 자카드 직

물을 디자인하여 마스크를 제작하였다. 직물에 무늬

를 나타내는 방법은 직조, 날염, 니트, 자수 등과 같이 

다양하나 자카드 원단은 다양한 조직이 배합되어 무

늬가 형성되므로 동일한 색상이라도 문양의 표현에 

깊이감이 더해져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준다(Jeong & 

Lim, 2013). 이러한 자카드 직물의 장점은 전통 문양을 

활용한 패턴 디자인을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

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전통 문양을 

현대적 패턴으로 재해석하고 자카드 직물을 제직하여 

차별화된 패션 마스크를 개발하는 것이며, 제작된 자

카드 패션 마스크의 이미지 감성과 선호도 조사를 통

해 소비자 감성에 부합하는 패션 마스크 상품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II. 이론적배경

1. 국내외 마스크 디자인

현재 시판되고 있는 마스크 디자인 사례분석을 위

해 포털 채널인 네이버(NAVER)와 구글(Google)의 상

품 콘텐츠와 브랜드 홈페이지 상품을 자료로 수집하

였다. 분석결과, 마스크 소재는 일회용(폴리프로필렌 

부직포) 마스크와 다회용(천) 마스크로 나누어졌다. 

천 마스크는 면, 면과 마 혼방, 인견, 폴리에스터, 폴리

에스터와 폴리우레탄 혼방 소재를 사용하였고, 항균 

소재를 사용하거나, 마스크 안쪽에 냉감 소재(인견, 아

사)를 덧대어 기능성을 높인 제품도 있었다. 마스크 형

태는 직사각형, 주름접이식 직사각형, 3단 접이식 입

체형, 새부리형 4가지가 대표적이였으며, 비말 차단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천 마스크에 필터를 부착하거나, 

필터 원단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추가한 형태도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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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마스크 패턴 디자인 분석결과 크게 민무늬 단색 디

자인, 원 포인트 디자인, 추상적 이미지 디자인, 특수 

소재 디자인, 모티프 패턴 디자인으로 구분할 수 있었

다(Table 1). 첫째, 민무늬 단색 디자인은 마스크에 무

늬 없이 컬러만 변화를 준 디자인이였으며 평직 소재 

이외 표면에 조직감이 도드라지는 소재를 사용하기도 

하였다(Fig. 1). 둘째, 원 포인트 디자인은 마스크에 타

이포그라피(typography)나 브랜드 로고를 넣어 간결

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주었다(Fig. 2). 셋째, 추상적 

디자인은 마블링(marbling), 카무플라주(camouflage) 

등의 프린트로 몽환적, 역동적 느낌을 주었다(Fig. 3). 

넷째, 특수 소재 디자인은 니트, 인조가죽, 스팽글 원

단, 레이스 등을 사용하여 소재 자체의 특수성을 디자

인으로 활용한 사례였다(Fig. 4)‒(Fig. 5). 다섯째, 모티

프 패턴 디자인은 모티프를 패턴화한 디자인이였다. 

패턴으로는 꽃, 잎, 동물가죽 등의 자연물을 모티프로 

한 패턴<Fig. 6>, 브랜드 로고 패턴<Fig. 7>, 크랙, 도형 

등의 기하학 패턴<Fig. 8>, 캐릭터 패턴<Fig. 9>, 그 외 

체크, 스트라이프<Fig. 10>, 도트 등의 패턴이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 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모티프를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기하학적 배치와 

구성을 적용하여 텍스타일을 디자인하였다.

2. 전통 문양을 활용한 패션제품 디자인

전통 문양을 활용한 상품은 생활/주방소품, 문구/

사무용품 등 다양한 제품으로 개발되었으나 패션제품

에 적용한 사례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었다. 패션제

품으로 개발된 상품을 살펴보면 크게 의류제품과 액

세서리로 나누어졌다. 의류제품은 디자이너 브랜드

를 중심으로 한복의 형태를 재해석하여 전통 문양을 

활용하거나, 문양을 현대복식에 프린트하여 활용하

였다. 액세서리는 스카프, 가방, 지갑, 파우치 등의 소

재에 전통 문양을 프린트하거나, 조형물로 제작하여 

브로치, 귀걸이, 반지, 목걸이 등으로 제작하였다. 과

거 전통 문양은 대부분 공예품과 생활소품을 중심으

로 그 가치가 재현되어 왔었기에, 전통 문양 패션제품

의 확장을 위한 선행연구들도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전통 문양을 활용한 의상디자인 연구(Shin & Yum, 

2019)를 비롯하여 가방디자인(Cho, 2019; Lee & Han, 

2012), 스카프 디자인(Kim, 2010), 넥타이 디자인(Lee 

& Eum, 2008) 연구 등이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살

Design 

Fig. 1. Non pattern 

color design. 

Adapted from 

Handaldongan (n.d.). 

https://smartstore.

naver.com

Fig. 2. One point 

design.

Adapted from 

Off-White (n.d.-a). 

https://www.

off---white.com 

Fig. 3. Notional 

design.

Adapted from 

ETIQA (n.d.). 

https://www.

etiqa.co.kr

Fig. 4. Design by 

the material (I).

Adapted from 

Wear it (n.d.). 

https://smartstore.

naver.com

Fig. 5. Design by 

the material (II).  

Adapted from 

Ruby Socks (n.d.). 

https://smartstore.

naver.com

Motif pattern design

Fig. 6. Natural 

pattern design.

Adapted from 

Matnaeshop (n.d.). 

https://smartstore. 

naver.com

Fig. 7. Brand logo 

pattern design.

Adapted from 

Choi (2021).

https://www.

smlounge.co.kr

Fig. 8. Geometric 

pattern design.

Adapted from 

Airinum (n.d.). 

https://smartstore.

naver.com

Fig. 9. Character 

pattern design.

Adapted from 

UNIT808 (n.d.). 

https://unit808.com

Fig. 10. Others 

pattern design.

Adapted from 

Off-White (n.d.-b). 

https://www.

off---white.com

Table 1. Cases of fashion mask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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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면 단청 문양을 활용하여 모자와 가방, 넥타이 디

자인을 개발(Jeong et al., 2010)한 연구, 떡살문을 활용

한 가방, 파우치 디자인 개발 연구(Kim & Oh, 2011) 등

이 있었다. 연꽃과 모란꽃 창살 문양으로 텍스타일 

패턴을 개발하여 드레스 디자인에 시뮬레이션하거나

(Kim, 2013), 도깨비 문양을 응용한 원피스를 디자인

한 연구(Shin & Kang, 2013)도 있었다. 포장용 자카드 

직물 개발(Song, 2014), 실크 자카드 직물로 키홀더, 지

갑, 시계 줄을 개발한 연구(Jeong & Lim, 2013) 등 전통 

문양을 활용한 자카드 디자인 연구도 이루어졌다. 그

러나 아직까지 마스크에 초점을 맞추어 전통 문양 디

자인 제품으로 개발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

통 문양을 활용한 마스크가 상품으로 제작되어 판매

되고 있었지만 디자인이 한정적이었고, 문양을 패턴

화한 상품은 매우 드물었다. 자카드 직물을 활용한 제

품 디자인도 다양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통 문양을 활용하여 자카드 직물 패션 마스크를 개

발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전통 문양을 활용한 마스크용 자카드 패턴 개발

전통 문양 디자인 개발을 위해 인터넷 조사, 문헌조

사를 병행하여 패턴화에 용이하면서 모티프 간 조화

를 이룰 수 있는 문양을 수집하였다. 수집 자료를 바탕

으로 반닫이 백동장석 매화문, 경복궁 태원전 거북문, 

창방 모닷금문, 청원사 대웅전 초매기 십자금문, 향천

사 나한전 소슬금문에서 추출된 원시 문양 5종을 모

티프로 선정하였다. 모티프 디자인은 문화포털에서 

제공하는 문양원형을 변형하여 사용하였으며 Adobe 

Illustrator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5가지 각각의 문양

을 단순화, 변형하는 재가공 작업 후 모티프를 리피트

(repeat)하여 텍스타일 전체 올 오버(all over) 형식으로 

디자인을 구성하였다. 패턴을 반복 전개하는 과정에

서 우연히 생성되는 도형과 무늬를 조합하거나, 도형

을 반복 구성한 후 문양과 결합하여 기하학적 디자인

을 전개하였으며, 단순하면서도 세련된 이미지를 표현

하고자 하였다. 디자인 결과 매화문 3종, 거북문 1종, 모

닷금문 2종, 십자금문 2종, 소슬금문 1종 총 9종의 직

물용 패턴을 개발하였다.

 

2. 자카드 직물 제직

개발된 패턴은 EAT Jacquard CAD system(Design-

scope, Germany)을 이용하여 직조 의장하여 제직하였

다. 제직에 사용된 원사와 직기의 제직조건은 <Table 

2>와 같다. 제직원사로 경사는 Polyester DTY 150 de-

nier 백색원사, 위사는 Polyester DTY SD 300 denier 선

염사를 사용하였으며 제직밀도는 90 T로 설정하였다. 

통사사양은 10,960본 경사설정 장력은 2.0 N이었다. 

직기는 Gammax 레피어 직기(Picanol, Belgium)로 보

나스사 2688 전자 자카드 장치(Bonas, Belgium)를 사

용하였다. 제직된 자카드 직물의 정련은 Jigger 정련기

에서 가성소다 8 g/L, 정련탈유제 2 g/L, 정련재 1 g/L, 

합성호발제 5 g/L, 금속이온봉쇄제 1 g/L을 가한 욕에

서 100°C에서 90분간 처리 후 초산 2 g/L에서 60분간 

중화하였다. 정련 후 텐터에서 170°C에서 40 m/min 조

건으로 열처리하여 마스크용 원단으로 사용하였다.

 

3. 마스크 제작

제직된 자카드 직물로 마스크 시제품을 제작하였다. 

시제품 마스크는 <Fig. 11>‒<Fig. 12>와 같이 필터 소

재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을 고려하여 겉장과 속장 두 겹

으로 구성하였다. 마스크 겉장은 개발 소재를, 얼굴에 

직접 닿는 마스크 속장은 착용감을 고려하여 30's 면 코

마사로 제직된 면직물을 사용하였다. 마스크 형태는 시

Parameters Conditions

Warp Polyester DTY SD 150/48 

Weft Polyester DTY SD 300/96 

Warp density (Threads/inch) 90

Initial load of warp yarns (N) 2

Width (inch) 65 

Table 2. Weaving conditions of jacquard fab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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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되고 있는 국내 천 마스크 중 빈도가 가장 높고, 필터 

탈부착 공간 확보에 용이한 새부리형 디자인으로 선정

하였다. 마스크 사이즈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성인용 

새부리형 마스크 M 사이즈를 참조하여 제작하였다.

 

4. 이미지 감성 평가

개발된 전통 문양 자카드 직물 마스크 문양의 이미

지 감성을 파악하기 위해 선호도와 이미지 감성 평가

를 실시하였다. 2021년 2월 1일부터 3월 4일까지 20~ 

60대 남녀 2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20종의 마스크 시료 중 무작위로 5종을 선정하여 피

험자 1명이 시료 5종을 평가하게 하였다. 시료 1종에 

설문지 1종을 각각 평가하는 방식으로 설문을 진행하

였으며 회수된 1,155부의 설문지 중 부실기재 답변을 

제외한 1,101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이미지 감성 평

가 문항은 선행연구(Kim at al., 2019; Lee at al., 2008)

를 바탕으로 수정, 재조합한 49개 형용사 문항과 2개

의 선호도 문항을 사용하여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였다. 조사 자료의 분석은 SPSS 26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평균분석, 요인분석, 회귀분석, 대응일치분석, t-검

정,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전통 문양에 따른 패턴 디자인

패턴 디자인을 위해 전통 문양 중 기하학적 조형요

소가 잘 나타나 있는 단청문, 거북문과 도안화가 용이

하고 다른 문양과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매화문을 선

정하였다. 선정된 문양을 변형하여 현대적 이미지로 

디자인을 전개하였고 총 9종의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Table 3). 패턴 종류에 따른 디자인 개발 방법은 다음

과 같다.

D1, D2, D3은 반닫이 백동장석 매화문<Fig. 13>을 

모티프로 사용하였고, 매화 문양은 각각 다른 형태로 

변형하여 디자인을 차별화하였다. D1은 입체 패턴 효

과를 나타내기 위해 육면체 도형을 반복 전개하였고, 

도형의 형태와 색상을 조작하여 시각적 착시감이 느

껴지게 구성하였다. 도형 전개 패턴과 매화 문양을 결

합하여 디자인하였으며, 입체 효과를 해치지 않으면

서 매화 문양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함께 구성된 매화 

문양은 단순하게 디자인하였다. 원시 문양 모티프의 

5장 꽃잎만을 사용하여 문양을 단순화하였으며, 도형 

패턴의 각 면은 동일한 색상 계열로, 매화 문양은 도형 

패턴과 다른 색상 계열로 디자인하였다. D2는 마름모 

사각 도형을 반복 배치하였고, 사각 도형 위에 매화 문

양을 배치하였다. 단조로움을 피하고자 매화 문양이 

배치되지 않은 사각 도형은 삼각 도형으로 분할하여 

색상 차이가 나게 구성하였다. 디자인에 사용된 매화 

문양은 원시 문양 디자인의 꽃잎 무늬를 단순화하고, 

바깥 테두리를 삭제하여 그대로 사용하였다. D3은 마

름모 도형을 격자 프레임으로 구성하고 프레임 안에 매

화 문양을 배치하였다. 매화 문양을 모티프로 한 디자

인 중 매화 문양을 가장 많이 구성하였으나, 매화 문양

을 도형화하여 꽃 문양이 두드러지지 않게 디자인하

Fig. 11. Flat drawing of mask.

Fig. 12. Inner structure of m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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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매화 문양은 원시 문양 모티프의 꽃잎을 마름모 

모양으로 형상화하여 색상이 교차되게 구성하였다.

D4는 경복궁 태원전 거북문<Fig. 14>으로 디자인

하였다. 육각 도형의 각 면을 분할하여 색상이 교차되

게 하였고 육각 도형의 면이 맞닿게 패턴을 구성하였

다. 가장 큰 육각 도형에 점점 더 작은 육각 도형을 채워 

나가는 방식으로 디자인을 전개하였다. 가장 작은 육

각 도형은 분할하지 않고 꽃문을 함께 구성하였으며, 

원시 문양의 꽃문을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육각 도형

의 반복 배치와 원형과 삼각형으로 도형화한 꽃문을 

사용하여 조형적인 느낌을 살리고자 하였고 높은 채

도의 색상을 대비되게 구성하여 동양적 느낌을 함께 

주고자 하였다. D5와 D6은 창방 기하문 중 모닷금문

<Fig. 15>으로 디자인하였다. D5는 원시 문양 원형을 

그대로 사용하여 모티프를 상, 하, 좌, 우로 교차되는 

형식으로 패턴을 채워 완성하였다. 십자 모양 원형을 

분할하여 색상 대비가 확연하게 디자인하되, 사선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문양 크기를 줄임으로써 날카로

운 느낌을 상쇄시키고자 하였다. D6은 모닷금문의 사

선 도형만을 사용하여 패턴을 구성하였다. 패턴 디자

인 중 가장 단순한 도형 배치를 사용하였으며, 사선 도

형이 맞붙게 일렬로 구성하고 도형을 분할하여 2가지 

색상만을 구성하여 현대적인 느낌을 주고자 하였다.

D7과 D8은 단청 문양 중 청원사 초매기 십자금문

<Fig. 16>으로 디자인하였다. D7은 사각 도형을 격자

무늬로 나타내고, 십자문을 교차되게 구성하여 절제

Source of traditional pattern and motif Pattern

 
  

D1 D2 D3Fig. 13. Bandage baekdong jangseok plum flower pattern.

Adapted from Culture Potal (n.d.-d). https://www.culture.go.kr

  

D4Fig. 14. Gyeongbok palace taewonjeon turtle pattern.

 Adapted from Culture Potal (n.d.-c). https://www.culture.go.kr

D5 D6Fig. 15. Changbang modasgeum pattern.

Adapted from Culture Potal (n.d.-b). https://www.culture.go.kr

      

D7 D8
Fig. 16. Cheongwon temple chomaggi cross pattern.

 Adapted from Culture Potal (n.d.-a). https://www.culture.go.kr

D9
Fig. 17. Hyangcheon temple nahanjeon soseulreum pattern. 

Adapted from Culture Potal (n.d.-e). https://www.culture.go.kr

Table 3. Traditional pattern motif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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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정형화된 선으로 표현하였다. 격자무늬와 십자

문의 조합으로 기하학적이면서도 스포티한 느낌을 살

리고자 하였다. D8은 원시 문양을 그대로 살려 반복 배

치하고 일부분을 단순화하는 과정으로 디자인하여 전

통적인 느낌을 살리고 모티프 크기를 줄여 다소 복잡

한 직선과 사선 문양이 부각되지 않게 부드러운 이미

지를 주고자 하였다. D9는 단청 문양 중 향천사 나한전 

소슬금문<Fig. 17>으로 디자인하였다. 소슬금 모티프

의 각도를 변형하여 육각형으로 배치하였고 모티프와 

모티프 사이를 연결하여 사슬 모양으로 형상화한 고

풍스러운 느낌으로 디자인하였다. 문양을 연결하면

서 나타난 육각 형태는 멀리서 보았을 때 원 모양과 유

사하여 은은한 느낌도 함께 나타났다.

 

2. 패션 마스크용 자카드 직물 개발

직물의 조직은 자카드 직물의 은은한 광택 발현과 

입체감 부여를 위해 개발된 9종의 디자인 패턴을 EAT 

Jacquard CAD system을 이용하여 바닥 부분은 8매 주

자직, 무늬 부분은 12매 능직 변환 조직으로 구성하였

다. 직물에 적용한 컬러는 전통 문양을 현대적으로 표

현하고자 문양과 어울리는 펜톤 컬러를 선정하여 적

용하였다. 백색과 베이지, 그레이, 브라운을 기본 컬러

로, 옐로우, 그린, 블루, 레드 컬러를 포인트 컬러로 배

색하였으며, 위사에 적용된 선염사의 팬톤 컬러는 

<Table 4>와 같다. 변환된 9종의 직물 조직은 각각 두 

가지 색상 계열로 설계하였고, D4는 문양의 크기를 두 

가지로 조정하여 총 20종의 자카드 직물을 개발하였

다(Table 5).

J1은 베이지(12-0713 TPX)와 그레이(19-3906 TPX) 

계열로, J2은 블루(15-4427 TPX)와 그레이(16-4109 

TPX) 계열로 제직하였으며 입체 도형 부분은 은은하

게, 매화 문양은 도드라지게 색상을 구성하였다. J3은 

네이비(19-4027 TPX)와 그레이(16-4109 TPX)로, J4

는 블루 그레이(19-4316 TPX)와 퍼플(17-1720 TPX) 

색상으로 제직하였다. J5는 백색(11-4800)과 그린(18- 

6320 TPX) 색상으로, J6은 그레이(19-4316 TPX) 계열 

색상에 포인트로 옐로우(12-0752 TPX) 색상을 사용

하여 제직하였다. J7, J8, J9, J10은 D9 디자인 문양의 

크기와 색상을 달리하여 개발하였다. J7, J9는 베이지

(12-0713 TPX), 그레이(19-3906 TPX) 계열로, J8, J10

은 레드(18-1663 TPX)와 민트(14-4516 TPX)로 색상 

대비가 크게 디자인하였다. J7, J8 문양의 크기를 J9, 

J10 문양보다 크게 제직하였다.

J11은 머스터드(15-1147 TPX), 네이비(19-4027 TPX)

로, J12는 오렌지(17-1562 TPX), 블루(19-4053 TPX)

로 제직하였다. J13은 그린(14-0445 TPX), 네이비(19- 

4027 TPX)로, J14는 아이보리(12-0713 TPX), 그레이

(19-3906 TPX)로 제직하였다. J15는 블루 그레이(19- 

4316 TPX) 색상에 포인트로 오렌지(17-1562 TPX) 색

상을 사용하였고, J16은 인디안 핑크(14-1508 TPX), 

브라운(18-1027 TPX) 색상으로 구성하였다. J17은 그

린(14-0446), 블루(19-4053 TPX)를, J18은 아이보리

(12-0713 TPX), 퍼플(17-1720 TPX)로 디자인하였다. 

J19는 아이보리(12-0713 TPX) 바탕에 올리브 블랙(19- 

0608 TPX) 색상을, J20은 머스터드(15-1147 TPX), 브

라운(18-1027 TPX) 색상으로 제직하였다. 직물의 선염 

컬러는 경사는 백색(11-4800 TPX), 위사는 컬러 2종을 

혼합하여 3도로 구성하였고, 선염사의 혼합에 따라 

4도의 효과가 나타나는 직물도 있었다.

Color 

image

Number
11-

4800 TPX

12-

0713 TPX

12-

0752 TPX

14-

4516 TPX

14-

0445 TPX

14-

0446 TPX

14-

1508 TPX

15-

1147 TPX

15-

4427 TPX

16-

4109 TPX

Color 

image

Number
17-

1562 TPX

17-

1720 TPX

18-

1027 TPX

18-

1663 TPX

18-

6320 TPX

19-

0608 TPX

19-

3906 TPX

19-

4027 TPX

19-

4053 TPX

19-

4316 TPX

Table 4. Pantone colors used for weft ya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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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제품 마스크 제작

개발된 자카드 소재를 사용하여 20종의 시제품을 

제작하였다. 마스크는 외관의 심미성과 함께 기능성

도 중요한 요소이므로, 직물 마스크의 비말 차단, 미세

먼지 차단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필터 탈부착형으로 

디자인하였다. 마스크 안쪽에 면직물 소재를 터널 형

태로 덧 박아, 필터를 넣고 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였

다. 자카드 직물의 문양 형태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얼

굴에 밀착되는 입체형 마스크를 제작하기 위해 가운

데 절개가 있는 새부리형 입체 디자인으로 시제품을 

제작하였다(Table 6).

 

4. 전통 문양 자카드 직물 패션 마스크 문양의 이

미지 감성

1) 이미지 감성 하위차원

전통 문양 패션 마스크 문양에 대한 이미지 감성이 

어떤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밝히기 위해 Varimax 

회전에 의한 주성분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에 구성

된 49개 문항 중 공통성 요인과 요인적재치가 낮은 문

항을 제외한 35개 문항에서 총 7개의 요인이 추출되었

Fabric structure Jacquard fabrics Fabric structure Jacquard fabrics

J1 J2 J11 J12

J3 J4 J13 J14

J5 J6 J15 J16

J7 J8 J17 J18

J9 J10 J19 J20

Table 5. Fabric structures and jacquard fab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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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각 요인으로 추출된 문항 간 내적 일관도를 측정

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7).

요인에 대한 총 누적분산은 63.33%로 나타났다. 요

인 1은 고급스럽다, 품위 있다, 고상하다 등의 문항으

로 구성되어 ‘고급스러움’으로 명명하였고 전체 분산

의 13.19%를 설명하였다. 요인 2는 수수하다, 편안하

다, 화려하지 않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소박함’

으로 명명하였고 전체 분산의 12.18%를 설명하였다. 

요인 3은 여성스럽다, 로맨틱하다, 아름답다 등의 문

항으로 구성되어 ‘여성스러움’으로 명명하였고 전체 

분산의 10.81%를 설명하였다. 요인 4는 전통적이다, 

한국적이다, 동양적이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동

양적임’으로 명명하였고 전체 분산의 8.32%를 설명하

였다. 요인 5는 스포티하다, 명랑하다, 젊다 등의 문항

으로 구성되어 ‘스포티함’으로 명명하였고 전체 분산

의 7.56%를 설명하였다. 요인 6은 규칙적이다, 반복

된다, 기하학적이다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기하학적

임’으로 명명하였고 전체 분산의 5.96%를 설명하였

다. 요인 7은 중후하다, 지적이다의 문항으로 구성되

어 ‘중후함’으로 명명하였고 전체 분산의 5.28%를 설

명하였다. 모든 요인의 Cronbach's α 값은 .66에서 .86 

사이 값으로 유의한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다.

2) 이미지 감성 위치도

전통 문양 패션 마스크 문양이 나타내는 이미지 감

성을 평면상에서 살펴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통해 도

출된 고급스러움, 소박함, 여성스러움, 동양적임, 스

포티함, 기하학적임, 중후함의 7가지 이미지의 요인

점수를 기준으로 20개 마스크에 대해 대응일치분석

을 실시하였다. 마스크 디자인과 이미지 감성 용어들

의 거리 간격을 측정하여 <Fig. 18>과 같이 2차원 평면

에 나타낸 결과, M6과 M11은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상

관성이 높았으며 기하학적 이미지와도 인접하였다. 

M3과 M5는 중후한 이미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M1은 여성스러운 이미지와 상관성이 있었다. M16

은 소박한 이미지와 인접하게 나타났고, M18은 여성

스러우면서 소박한 이미지를 함께 나타냈다. M19와 

M20은 고급스러운, 중후한, 여성스러운 이미지와 인

접하여 다중적 이미지를 나타냈다. M4와 M9는 중후

하면서도 동양적 이미지를 함께 나타냈으며 M7과 M8

은 동양적인 이미지와 상관성이 높았다. M12는 기하

학적 이미지를, M13은 스포티한 이미지를 나타냈고, 

Prototype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M12 M13 M14 M15

M16 M17 M18 M19 M20

Table 6. Prototype of fashion m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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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5는 기하학적이면서 스포티한 이미지와 상관성이 

있었다.

 

5. 전통 문양 자카드 직물 패션 마스크에 대한 선

호도

1) 마스크별 선호도 차이

전통 문양 자카드 직물 패션 마스크 디자인에 따른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분석을 실시하였다. ‘나

는 이 마스크가 마음에 든다’, ‘나는 이 마스크가 매력

적이다’ 두 문항을 사용하여 선호도를 측정하였고 그 

결과는 <Fig. 19>와 같다. 선호도 상위 5개 디자인은 

매화문을 모티프로 한 M5, M6과 소슬금문을 모티프

로 사용한 M20, 거북문과 연꽃문을 모티프로 한 M7, 

M8이였으며, M6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선호도 하

위 5개 디자인은 모닷금문을 모티프로 한 M11, M12, 

M13, M14, 십자금문을 모티프로 한 M15였으며, M13

의 선호도가 가장 낮았다.

Factor name Item
Factor 

loading
Eigenvalue

Variance explained %

(Cumulative variance %)
Cronbach's α

Luxurious

Luxurious

Sophisticated

Splendid

Noble

Elegant

Clean

Urban

.78

.71

.67

.63

.60

.56

.50

9.12
13.19

(13.19)
.85

Frugal

Artless

Pure

Simple

Gorgeous

Strong

Complicated

Subdued

Comfortable

.75

.66

.65

‒.64

‒.61

‒.57

.51

.50

4.12
12.18

(25.37)
.82

Feminine

Feminine

Mild

Beautiful

Cozy

Elegant

Romantic

Smooth

.77

.69

.62

.61

.60

.54

.51

2.86
10.81

(36.18)
.86

Oriental

Traditional

Korean

Oriental

Retro

.82

.81

.81

.62

2.13
8.32

(44.51)
.81

Sporty

Sporty

Cheerful

Young

Fantastic

.81

.71

.59

.43

1.63
7.56

(52.08)
.70

Geometrical

Regular

Repeated

Geometrical

.80

.79

.65

1.20
5.96

(58.04)
.66

Generous
Generous

Intelligent

.76

.60
1.08

5.28

(63.33)
.67

Table 7.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fashion mask pattern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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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Correspondence analysis of mask 

number by image factor.

분석결과, 소비자들은 조형적 무늬만을 구성한 디

자인보다 도형 문양과 꽃 문양을 함께 구성한 디자인

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하학적 문양으로만 

구성한 디자인 중 유일하게 상위에 있는 M20은 디자

인을 구성하며 나타난 원 형태가 딱딱한 느낌을 상쇄

시켰고 컬러 대비가 강하지 않아 선호도가 높았을 것

으로 생각된다. 모닷금문을 모티프로 한 모든 디자인

(M11, M12, M13, M14)과 십자금문을 모티프로 한 

M15는 디자인을 구성한 모든 선이 가로, 세로, 정사선 

방향의 직선으로만 이루어져 날카로운 느낌을 주었고 

컬러 대비가 더 강해 보이는 효과를 주어 선호하지 않

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 문양을 활용한 디자인 전

개 시, 단조로운 직선 도형으로 구성된 디자인보다 도

형 문양과 꽃 문양을 함께 구성하여 패턴을 구성하는 

것이 소비자 선호도에 보다 부합할 것임을 추측할 수 

있었다. 또한 소비자들은 컬러 대비가 분명한 디자인

보다 컬러감이 은은한 디자인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

할 수 있었다.

 

2) 패션 마스크 이미지 감성이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패션 마스크 문양의 이미지 감성이 패션 마스크 선

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고급스러움, 소

박함, 여성스러움, 동양적임, 스포티함, 기하학적임, 중

후함의 이미지 요인을 독립변수로, 패션 마스크 선호

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분석결과 고급스러움, 여성스러움, 동양적임, 스

포티함 이미지가 패션 마스크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박함, 기하학적임, 중후함 이미

지는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 특히, 선호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이미

지는 고급스러움이였으며(β=.55, t=17.98) 다음으로 

스포티함(β=.17, t=7.54), 여성스러움(β=.13, t=4.33), 

동양적임(β=.05, t=2.62)의 순서로 나타났다.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β t R 2 F

Preference 

Luxurious .55 17.98***

.55 196.10***

Frugal .04 1.78

Feminine .13 4.33***

Oriental .05 2.62**

Sporty .17 7.54***

Geometrical ‒.04 ‒1.94

Generous ‒.01 ‒.72

**p<.01, ***p<.001

Table 8. Regression results of fashion mask pattern image on preference

Fig. 19. Preference of prototype m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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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별과 연령에 따른 패션 마스크 선호도 차이

성별(남성 n=278, 여성 n=823)에 따른 전통 문양 자

카드 직물 패션 마스크의 선호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

해 20종 개발 마스크 전체의 선호도 평균값을 기준으

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Table 9>

와 같이 전통 문양 자카드 직물 패션 마스크에 대한 전

반적인 선호도에 있어서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t=.58, p=.55). 연령에 따른 선호도

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의 네 집단으로 분류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

다. 일원분산분석 결과 40대와 50대 이상의 연령대 집

단과 20대와 30대가 구분되어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9). 40대와 50대 이상에서 20, 

30대보다 전통 문양 자카드 직물 마스크를 더 선호하

는 것으로 분석되어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집단이 

전통 문양을 활용한 패션 마스크를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성별에 따라 선호하는 마스크 디자인의 차이를 알

아보기 위해, 개발 마스크 20종 각각의 선호도 점수로 

평균분석을 실시하였고, 성별 평균값 상위 5종은 <Ta-

ble 10>과 같다. 분석결과, 남성은 소슬금문은 모티프

로 한 아이보리 바탕의 올리브 블랙 컬러의 M19를, 여

성은 매화문을 모티프로 한 그레이, 베이지 컬러의 M1 

을 가장 선호하였다. 대응일치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마스크별 이미지 감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가장 선

호한 M19는 고급스러운, 중후한, 여성스러운 이미지

를, M3은 중후한 이미지를 나타냈다. 여성이 가장 선

호한 M1은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M6은 기하학적인,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보

았을 때, 여성과 남성 모두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선호

하며, 남성은 중후한 이미지를, 여성은 기하학적 이미

지를 더 선호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령에 따라 선호하는 마스크 문양의 차이를 알아

보기 위해 개발 마스크 20종 각각의 선호도 점수로 평

균분석을 실시하였고 연령별 상위 5종 마스크는 <Ta-

ble 11>과 같다. 20대는 거북문을 모티프로 한 민트와 

레드 컬러의 M8을, 30대는 매화문을 모티프로 한 그레

이, 베이지 컬러의 M1을, 40대는 매화문을 모티프로 

한 옐로우, 그레이 컬러의 M6을, 50대 이상은 십자금

문을 모티프로 한 퍼플, 베이지 컬러의 M18을 가장 선

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0). 마스크별 이미지 

감성을 살펴보면, 20대가 가장 선호한 M8과 M7은 동

양적인 이미지를, 30대가 가장 선호한 M1은 여성스러

운 이미지를, M5는 중후한 이미지를 나타냈다. 40대

Variable Preference of fashion mask

Gender
Men 

(n = 278)

Women

(n = 823)
t = .58

Mean (S.D.) 4.05 (1.52) 4.11 (1.61)

Age
20's 

(n = 325)

30's 

(n = 298)

40's 

(n = 239)

50's 

(n = 239)
F = 25.51***

Mean (S.D.)
3.85 (1.57)

B

3.95 (1.74)

B

4.23 (1.53)

A

4.48 (1.39)

A

***p<.001

Duncan test result A>B

Table 9. The result of t-test and ANOVA for preference by gender and age

Rank
Men Women

Type Mean (S.D.) Type Mean (S.D.)

1 M19 4.80 ( .40) M1 4.44 ( .24)

2 M3 4.60 ( .41) M6 4.81 ( .25)

3 M2 4.43 ( .39) M8 4.63 ( .24)

4 M10 4.40 ( .39) M20 4.62 ( .23)

5 M7 4.38 ( .34) M7 4.51 ( .26)

Table 10. Means of preference of mask pattern by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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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장 선호한 M6은 기하학적, 고급스러운 이미지

를, 50대가 가장 선호한 M18은 여성스러운, 소박한 이

미지를, M19는 고급스러운, 중후한 이미지를 나타냈

다. 타 연령대에 비해 20대는 동양적인 이미지를 선호

하고, 30대와 50대는 여성스럽고 중후한 이미지를 선

호함을 알 수 있었다. 40대와 50대 모두 고급스러운 이

미지를 선호하며 40대는 기하학적 이미지를, 50대는 소

박한 이미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감염병의 일상화로 인해 매일 착용

할 수 밖에 없는 마스크에 디자인적 요소를 가미하여 

패션의 수단으로 재해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

를 통하여 마스크를 기능적 상품이 아닌 디자인 상품

으로서 가치를 재발견하고자 하였다.이에 전통 문양

을 모티프로 활용한 자카드 직물 패션 마스크를 개발

하였고 선호도 및 이미지 감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

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판 중인 국내외 마스크 패턴 디자인 분석결

과 민무늬 단색 디자인, 원 포인트 디자인, 추상적 이미

지 디자인, 모티프 패턴 디자인, 특수 소재 디자인 5가

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전통 문양을 활용한 패션제품 

디자인 조사결과, 다른 제품에 비해 패션제품의 비중

이 적고 마스크 제품 역시 디자인이 한정적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둘째, Adobe Illustrator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통 

문양 직물 패턴을 디자인하였고 매화문, 거북문, 기하

문을 모티프로 선정하여 9종의 텍스타일을 개발하였

다. 개발된 9종의 디자인을 각 디자인별 두 가지 색상 

계열로 하고, 문양의 크기를 조절하여 총 20종의 자카

드 직물을 개발, 마스크로 제작하였다.

셋째, 전통 문양 자카드 직물 패션 마스크의 이미지 

감성을 분석한 결과, 고급스러움, 소박함, 여성스러움, 

동양적임, 스포티함, 기하학적임, 중후함의 총 7개의 

이미지 감성 요인이 도출되었다.

넷째, 자카드 직물 패션 마스크 디자인 선호도를 분

석한 결과 매화문을 모티프로 한 그레이, 옐로우 컬러

의 M6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기하문을 모티프로 한 

네이비, 그린 컬러의 M13의 선호도가 가장 낮았다. M6, 

M5의 선호도가 높은 것은 도형과 매화 문양이 잘 어우

러졌고, 컬러 대비가 강하지 않은 디자인에 소비자의 

호감이 높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M13은 디자인 중 도

형의 형태가 가장 단순하고 컬러 대비 역시 강한 점이 

소비자에게 호감을 주지 못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째, 개발된 패션 마스크 선호도를 종속변수로, 

이미지 감성을 독립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 고급스

러움, 여성스러움, 동양적임, 스포티한 이미지가 선호

도에 영향을 미쳤다. 소비자들은 고급스러움, 여성스

러움, 동양적임, 스포티한 이미지가 있는 패션 마스크

를 더 매력적으로 인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

여섯째, 성별과 연령에 따른 전통 문양 자카드 직물 

패션 마스크의 선호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과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에 따른 선호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연령에 따른 차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30대 집단보다 40대, 50대 이상 집단

의 전통 문양 자카드 직물 패션 마스크 선호도가 더 높

았다. 마스크 디자인에 따른 선호도 분석결과, 남성은 

M19를, 여성은 M1을 가장 선호하였다. 20대는 M8을, 

30대는 M1을, 40대는 M6을, 50대 이상은 M18을 가장 

선호하였다.

우리나라 전통미가 가미된 문양을 현대적 패턴으

로 재해석함으로써 차별화된 마스크 디자인을 시도한 

본 연구는 실무적 측면에서 향후 자카드 직물 생산화

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개발된 마

스크의 이미지 감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한 것은 추후 

전통 문양을 활용한 자카드 패션 마스크 상품 개발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한정

Rank
20's 30's 40's 50's

Type Mean (S.D.) Type Mean (S.D.) Type Mean (S.D.) Type Mean (S.D.)

1 M8 5.03 ( .42) M1 4.62 ( .38) M6 5.53 ( .42) M18 5.20 ( .44)

2 M7 4.73 ( .42) M5 4.61 ( .37) M10 4.92 ( .41) M19 5.11 ( .51)

3 M1 4.57 ( .41) M2 4.60 ( .41) M18 4.76 ( .39) M10 5.10 ( .41)

4 M5 4.39 ( .31) M7 4.55 ( .36) M19 4.72 ( .36) M6 5.08 ( .44)

5 M20 4.28 ( .41) M20 4.40 ( .38) M3 4.66 ( .51) M20 4.95 ( .44)

Table 11. Means of preference of mask pattern by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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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전통 문양 모티프만을 사용하여 패턴을 개발하였

고, 시제품을 시각적으로만 평가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마스크 형태 디자인이 1종으로 한정되어 

형태에 따른 패션 마스크 이미지 감성의 차이가 고려

되지 않았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전통 문양 모티

프와 색상, 마스크 형태를 다각화하는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시제품 마스크의 착용 평가를 통해 

기능성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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