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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days, design using fiber materials are being developed rapidly. 

As many studies and design have been developed by designers or 

artists, this study is to develop new and creative bags in this era 

which creativity and characteristics are emphasized. 

To face up with the fashion styles that are changing fast, we are to 

avoid popularity found from mass-production, and show distinctive and 

advanced design of bags using various techniques that can show 

individuality in a new sense. 

So, this study examines theoretical background of a bag, its 

production and techniques. With uses of a techniques named mola that 

pursues modern and Korean image by overlapping of cloth with various 

colors, and a technique named slash that shows geometric changes of 

distinctive patterns and textures by using cloth with various colors, 

this study presents practical bags.    

For the purpose, it uses the following patterns : long life and 

happiness, mandarin ducks, chrysanthemums, cherry blossoms, and 

lotus blossoms for mola patterns and slash, bisection, quartering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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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lash patterns. 

As the mola and slash are not popularized yet in our country except 

for professional designers, its differentiated design shows a new 

prospect of fabric bags. 

This study finds that if design or techniques are developed, we can 

produce lighter and more practical bags rather than leather bags, and 

if the fabric bags are developed as a cultural product that is 

harmonized with the fabric products of the 21st century, the value of 

fabric products in the 21st century which pursue for individuality 

will be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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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1 1 1 1 장  장  장  장  서  서  서  서  론론론론

제제제제1111절  절  절  절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목적 목적 목적 목적 및 및 및 및 의의의의의의의의

오늘날 섬유는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인간의 기본요소인 의와 주생활의 주  

재료로서 다양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여성들이 주로 사용하는 가

방은 무언가 물건을 운반하는 실용적 목적 이외에도 장식적 욕구 충족과 함

께 의상과의 매치를 위해 세련되고 다양한 감각의 직물가방을 제작하여 사

용하게 되었다.

현대 사회에서 섬유재료를 이용한 다양한 디자인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 

발전 되어가고 있다. 디자이너나 작가들에 의해서 많은 연구와 디자인이 이

루어지고 있어 본 연구자는 독창적이면서도 개성이 강조되는 이 시대에 새

롭고 창의적인 가방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현대의 가방디자인은 새로운 자아를 발전 시켜주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으

로서 단지 물건을 넣고 다니는 수준에서 벗어나 자기를 표현해주는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형태로만 변화를 주었던 디자인에 한계를 느끼게 되어 그 해결책의 

하나로 새로운 소재의 개발을 통한 고급화와 끊임없는 창의적 디자인 개발

로 인해 작품의 다양성, 실용성 및 편리성 위주의 여러 가지 직물가방이 만

들어졌다.

이런 관점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패션에 대처하여 대량생산에서 오는 대중

성을 피하고 다른 사람보다 특색 있고 한발 앞선 새로운 감각의 개성미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다양한 기법의 디자인으로 직물가방을 발전시키는 계

기가 되었다.

직물가방의 실용적인 측면은 모자, 벨트와 같은 악세사리와 더불어 의상과

의 조화를 이루어 토탈 패션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대의 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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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생활양식에 민감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시대의 흐름에 적응되는 

다양한 디자인과 섬유의 독특한 특징을 살린 기법을 개발하여 가방을 장소

나 용도별로 구분 시키고 다양한 소재를 이용하여 차별화된 디자인과 기존

의 디자인된 가방에서 벗어나 조금 더 실용적이고 개성 있는 가방을 제작하

여 몰라와 슬래쉬 기법을 중심으로 새로운 섬유표현으로 제작된 가방 디자

인을 선보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제제제제2222절  절  절  절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방법방법방법방법

본 연구는 이론적 배경과 작품 제작 및 기법 연구로 나누어진다. 

직물가방의 일반적인 고찰을 통하여 가방의 다양함과 용도별로 분류하였으

며 여러 소재의 가방 중에서도 섬유가방으로 그 소재를 제한하여 특성을 알

아보고, 직물가방에 적합한 섬유의 재질과 종류 및 계절별 적합한 직물 선택

을 알아보았고, 제작 면에서는, 응용되는 기법(몰라, 슬래쉬)으로 몰라(Mola)

는 다양한 색의 천을 겹쳐 전통적인 패턴을 응용하여 현대적이면서도 한국

적 이미지를 추구한 가방 디자인을 7작품으로 제작하였다.

또 슬래쉬(Slash) 기법의 가치는 독특한 결을 이용한 패턴은 기하학적인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현대 의상과 잘 어울려 어떠한 장소, 때라도 잘 어울

리는 가방으로 디자인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6개의 작업으로 시도하였다. 

이를 통하여 다양한 디자인의 변화를 알아보고 직접 제작하여 섬유예술이 

지니는 가치가 실용적으로 전환되는 좋은 예를 제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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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2 2 2 2 장  장  장  장  가방의 가방의 가방의 가방의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고찰과 고찰과 고찰과 고찰과 역사적 역사적 역사적 역사적 고찰고찰고찰고찰

1. 1. 1. 1.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고찰고찰고찰고찰

현대인의 기호와 취향이 다양해지고 염색기술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섬유

제품이 생산됨에 따라서 유행이나 생활양식에도 매우 빠른 변화가 나타났다.

그러므로 시대의 흐름에 적응되는 디자인 개발이 필요하며 용도나 소재에 

따라 표현되는 시각적 효과도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또 사용되는 목적이나 

장식적인 측면 등 여러 가지 특징에 따라 가방이 만들어진다.

가방디자인에서 갖추어야할 특성과 중요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능적이고 실용적이어야 한다.

둘째, 색상이 잘 조화되고 아름다워야 한다.

셋째, 견고하며 섬세하여야 한다.

넷째, 개성이 있어야 하며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하여야 한다.

2. 2. 2. 2. 역사적 역사적 역사적 역사적 고찰고찰고찰고찰

‘가방’은 물건은 넣어서 들고 다니는 주머니 형태의 것으로 정의할 수 있

다.

가방(Bag)의 어원은 네덜란드의 카바스(Kabas)에서 와전 되었다는 설과 

중국의 카반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다.

가방은 기원전 9세기 경 아시리아의 부조의 물통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되기도 하는 네모난 손가방과, 고대 그리스의 포켓 대신에 허리띠에 매

달은 주머니, 중세 말까지 계속된 이 주머니를 가방의 원형으로 볼 수 있

다.1)

1) 권미선 「비즈니스 맨을 위한 가방디자인 개발 사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9.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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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은 물건을 휴대하기 위한 실용적인 장신구로 발달했으며, B.C. 1500

년에서 B.C. 500년 바빌로니아와 앗시리아의 종교적인 행사에 핸드백이 사

용되었다. 중세 중기시대(11C~12C)에는 십자군 원정의 영향으로 일상용구, 

칼, 화상 등 수렵에 필요한 장신구를 간직하며 허리에 차고 다니는 앨모너

(almoner)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오늘날 핸드백의 모체가 되었다.2)

중세 말기에는 (13C~14C)여성들이 거울 등을 넣고 다닐 수 있는 상당히 

정교한 손지갑이 나타났다. 작은 가방은 귀족이나 왕족이 돈이나 보석을 넣

고 다녔고, 큰 가방은 상인, 병사, 장인(匠人)등의 서민들이 신변 물건이나 

빵, 술 등을 넣고 다니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1800년대 말 유럽에서 여행이 유행되면서 가방 문화에 혁신이 일어났다.

이는 여행을 위한 전문적인 여행 가방이 등장한 것이다. 이 당시 산업혁명

으로 인한 직조기계의 발명과 방직 기술의 발달은 다량(多量)의 가방을 생산

하게 되었고, 특히 인공소재와 가공 기술의 발달로 값싸고 튼튼한 가방이 대

중화 되었다.3)

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일을 하게 됨에 따라 

행동이나 복장이 자유로워진 시기부터 가방은 그 이전시대의 가방이 남자들

의 전유물이었으나 더 이상 남자들만의 악세사리가 아닌 여성의 악세사리가 

되었다.

1900년대에는 은이나 금으로 된 체인지 달린 지갑, 가죽으로 만들어진 레

저용 불마르백(Boulevard bag)직물을 사용한 도로시백(Dorothy bag)4) 등이 

사용되었다.

1930년대와 1940년대에는 제 2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여성의 가방이 더 

커지고 실용적으로 되었다. 어깨에 메는 형태의 숄더백(Shoulder bag)형태

가 이용되었고, 핸드백의 지퍼나 마감재에 대한 독일 정부의 법적 제한으로 

금속과 프레임이 끈이나 단추, 나무, 플라스틱 등으로 대체 되었다. 

2) 홍은희「가방용 직물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1. P.3  

3) 전기현「가방 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5. P.3

4) 도로시백(Dorothy bag) : 입구를 끈으로 죄는 핸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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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용으로는 삼베, 끈, 깅엄(Gingham)5), 펠트로 만든 봉투모양의 가방이 

있었고, 가죽의 대체품으로 모직물의 브로드 크로스(Broad cloth)6)나 트위

드(Tweed)7)를 사용한 핸드백이 나왔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내부에 깊고 넓은 주머니가 있는 작은 박스형 핸드백

과 작은 크기의 클러치백(Cluch bag)8)이 인기를 얻었다. 

1950년대에는 액서서리와 의복, 액서서리간의 색상조화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가방은 전체의 의복에서 강조 색상으로 이용되었다. 형태는 부드러운 

가죽과 스웨이드를 사용한 고전적인 사각형 문양, 봉투 모양 백과 캐쥬얼한 

숄더백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 시대의 지배적인 스타일은 금속 테두리로 구조화된 핸드백 위 부분이 

개방되어 있는 딱딱한 버킷백(Burket bag)등이 주를 이루었다. 가죽가격에 

대한 부담으로 단단하고 가벼우며 세탁할 수 있는 플라스틱가방이 많이 이

용되었는데, 플라스틱과 루사이트(Lucite)9)를 사용한 안이 투명하게 보이는 

스타일의 가방이 크게 유행하기도 하였다.

전쟁을 겪고 나서 평화를 절실히 원하는 움직임이 많았던 1960년대에는 

딱딱한 모양을 지닌 가방은 없어지고, 기다란 어깨끈이 달린 새로운 패션의 

가방들이 화려한 색들의 천과 가죽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우주패션10), 옵아트(Optical art)11), 팝아트(Pop art)12) 스타일이 패션에 

유행하면서 밝고 반사 효과가 좋은 PVC가 젊은이들을 위한 저렴한 가방 재

료로 사용되었다.

5) 깅엄(Gingham) : 경, 위사의 20~40수의 색사 또는 표백사를 사용하여 바둑무늬 또는 줄무늬를 나타내는 평

직물.

6) 브로드 크로스(Broad cloth) : 경사로 80s/2 내외의 쌍사위사로는 경사와 같은 쌍사 또는 40~60수 정도의 

단사를 사용한 것으로 경사 밀도가 위사밀도보다 높다.

7) 트위드(Tweed) : 방모사를 사용하여 능직 또는 평직으로 짠 굵고 거친 방모 직물.

8) 클러치백(Cluch bag) : 끈이 없고 손에 쥐도록 되었으며 비교적 작고 가벼우며 편지 봉투 모양으로 된 것이 

많다.

9) 루사이트(Lucite) : 유리의 대용으로 쓰이는 투명 합성수지.

10) 반짝거리는 직물로 천이 아닌 마치 합성섬유같은 느낌이 나며, 금이나 은색같은 색의 패션.

11) 옵아트(Optical art) : 시지각의 원리에 근거를 두고 추상적, 기계적인 형태의 반복과 연속을 통한 시각적 환

영, 지각, 색채의 물리적, 심리적 효과와 관련된 예술로 색채의 잔상과 에너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시지각을 

자극하여 화면 전체에 공간을 암시하는 움직임을 창조한다.

12) 팝아트(Pop art) : 대량생산과 소비의 특징을 반영하는 예술양식으로 단순, 명쾌하며 금속적, 인공적 빛에 가

득한 바우하우스의 기능주의적 특징을 반영하여 형태의 단순화와 색채의 순수성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표현주

의와 야수파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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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대 말기에는 주머니가 많이 달린 숄더백 스타일, 플라스틱, 비닐 

PVC, 금속체인, 꽃무늬로 나염된 종이가방 등이 유행하였다.

1970년대 초에는 옥스퍼드백13), 동물무늬로 날염되거나 패치워크된 가죽

백, 녹쇠, 징을 박은 스웨이드 가방 등이 유행하였고, 다양한 색으로 된 줄무

늬 백도 등장하였다. 구슬과 긴 술장식(Fringe)으로 만든 인디언 스타일의 

백, 가죽으로 만든 아플리케 클러치백과 숄더백이 나왔고, 이브 생 로랑

(Yves Saint Laurent)은 모노그램14)된 베이지 색의 캔버스 가방과 밤색의 

가죽 숄더백을 선보였다. 그 외에 밝고 원색을 사용한 가방이 나타났고, 고

전적 감각의 꽃무늬 가방이 나왔다. 

여성들이 사회를 주도한 1980년대는 스포츠가방을 들고 다니는 여성들이 

많아졌다. 1980년대가 되면서 의복에서와 마찬가지로 디자이너의 이름과 라

벨, 로고로 디자인된 백을 소유하는 것이 사회적 신분과 개인적 성공의 상징

이 되어 구두와 가방과 같은 액서서리에 디자이너 라벨과 로고가 모티브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과학과 정보의 시대를 맞은 1990년대에는 인체공학적이고 기능적인 디자

인이 발표되었으며, 사람들은 다양한 컨셉의 가방을 각자의 개성에 맞추어 

가지고 다니게 되었다.

20세기의 가방은 실용과 패션을 동시에 겸하게 되었으며, 패션의 유행과 

함께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이와 같이 20세기의 핸드백은 실용과 패션을 동시에 겸했다는 점에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소비자의 생활양상과 가치추구의 변화, 소재의 발달에 

따라 디자인이 개발되고 수정되면서 발전되어 왔다.

우리나라에는 19세기 말엽, 양복, 양장과 함께 서양식 가방이 유입되었다.

13) 옥스퍼드(OX ford) : 바스켓 조직으로 된 면직물의 명칭.

14) 모노그램(Monogram) : 인명의 머릿글자를 도안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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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화기 이후 가방은 보자기15), 주머니, 전대, 상자 등을 빠르게 밀어냈으

며, 오늘날 가방은 물건을 가지고 다닐 때, 필수품처럼 이용되고 있다.  

15) 보자기는 다양한 형태의 물건을 자유롭게 싸서 운반, 보관이 용이하게 하므로, 주거공간이 협소한 환경에 적

합하도록 자리를 적게 차지하는 가재 도구로 널리 사용된다. 또한, 싸여질 물건의 부피, 크기, 성질에 따라 보

자기의 형태는 변화된다.

   노은희 「조선시대 보자기의 색채분포와 배색의 측정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06.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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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1111절  절  절  절  가방의 가방의 가방의 가방의 종류종류종류종류

가방은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소품으로 의상이나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많은 종류가 다양하게 디자인 되었다.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조

금씩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인 스타일과 용도는 아래와 같이 나누어진다.

분류 종류

생

활

스

타

일

정장용 그립백, 토트백, 클러치백

파티용 이브닝백(evening bag), 칵테일백(cocktail bag)

캐주얼
백팩, 카트리지백, 메일백(mail bag), 메시저백(messesger 

bag), 토트백(tote bag)

업무용
서류가방(brief bag), 아타쉐케이스(attach case), 델러스

백(dulles bag), 노트북 케이스(notebook case)

여행용 트렁크, 수트케이스(suit case), 배니티백(vanity bag)

스포츠용 골프백(golf bag), 테니스백(tennis bag), 륙색(rucksack)

레저용
비치백(beach bag), 보스톤백(boston bag), 더플백(duffle 

bag)

착

용

방

법

손
핸드백(hand bag), 그립백(grip bag), 파우치백(pouch 

bag), 클러치백(clutch bag)

어깨

숄더백(shoulder bag), 백팩(back pack), 냅색(knapack), 

카트리지백(cartrdge bag), 포세드(bochette), 호보백

(hobo bag)

허리 벨트백(belt bag), 웨이스트백(waist bag)

겨드랑이 언더암백(under arm bag)

몸 바디백(bady bag)

형

태

덮개 덮개가 있는 플랩백(flap bag)

외형

사각형-랙탱귤러백(rectangular bag), 원통형-배럴백

(barrel bag), 팬케이크 모양-팬케이크백(Pancake bag), 

양동이형-부케백(bucket bag), 바게트-바게트백(baguette 

bag), 자루모양-호보백(hobo b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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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재료

가죽백(leather bag), 인조가죽백, 비닐백

직물백(fabric bag)-나일론백, 캔버스백, 비로드백, 트위드

백(tweed bag), 금속백(metal bag), 비즈백(beads bag), 

캔톤백(canton bag), 등나무백, 플라스틱백(plastic bag)

후가공

자수백(embroidery bag), 엠보싱백(embossing bag), 날

염백(printing bag), 퀼팅백(quilting bag), 패치워크백

(patchwork bag)

조직 및 

문양

자카드백(jacqard bag)-로고 자카드백, 페이즐리 자카드

백, 꽃무늬 자카드백, 메쉬백(mesh bag), 로고백(logo 

bag)

고

유

명

상품명 다미에(damier bag), 그래피티(graffiti bag), 샤넬 2005

스타명
캘리백(Kelly bag), 레이디 다이아나(Diana bag), 버킨백

(Burkin bag), 뻬롤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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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2222절  절  절  절  가방제작에 가방제작에 가방제작에 가방제작에 필요한 필요한 필요한 필요한 섬유의 섬유의 섬유의 섬유의 분류분류분류분류

섬유는 새롭게 발견된 현대의 여러 가지 다른 재료들과 함께 꾸준히 다양

한 표현을 위한 소재로 그 역할을 확대해 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섬유를 직

물이나 편성물16)을 만드는데 충분한 강력과 유연성을 가지며, 실을 만들기 

위해 충분한 포합력(Cohesive force)17)을 가지고 있는 긴 선상물질이다 라

고 정의 하고 있으며18), 길이가 굵기보다 100배 이상인 것으로 재료는 무엇

이나 가능하며, 섬유소재의 종류와 그 특성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은 무수히 

많다.

섬유가 따뜻함과 자연재료의 부드러운 촉감을 나타낸다면 비닐, 플라스틱 

등 합성수지는 차갑고 무감각한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대소

재의 장점으로는 강도와 내구성 또는 보관상의 용이성, 여러 가지 가공을 할 

수 있는 표면상의 특징 등을 들 수 있다19).

직물은 섬유의 종류, 실과 직물의 구조적 특성 등에 의해 종류가 분류된다. 

가방에 주로 사용되는 섬유는 외부의 오염과 수분을 잘 흡수하지 않아야 하

며 구김이 적고 마찰에 강해야 하는데, 자연에서 얻어지는 천연섬유인 면

(綿), 마(麻), 모(毛), 견(絹) 등은 밀도가 높게 제작되거나 후처리 과정을 통

하여 견고성을 높여 사용하고, 화학약품에 의해 인공적으로 얻어지는 인조섬

유인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등은 가격이 저렴하고 내구성이 우수해서 가방의 

소재로 주로 사용된다.

실은 끈, 직물, 니트, 부직포 등과 함께 직물의 주요 소재중의 하나로 실의 

구조나 꼬임은 직물의 기능과 외관에 영향을 미친다. 천연섬유와 합성섬유를 

각각 혹은 서로 혼방하거나 실 상태에서 합사하면 서로의 기능적인 단점을 

보완해주고 다양한 고품질의 직물을 제작할 수 있다.

또한 활동적이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거친 잔털이 많은 방모

16) 편성물 : 한 올 또는 여러 올의 실을 바늘로 고리를 만들어 얽어서 만든 천. 

17) 포합력 : 실에서 여러섬유가 서로 달라붙는 성질.

18) 안영무 「섬유학」 (서울 : 학문사. 1996) P.3

19) 정희진 「현대 섬유를 응용한 직물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8.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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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 카드사를 사용하고,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광택이 

있는 소모사나 필라멘트사, 코마사(Coma)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실의 꼬임

은 빛의 반사와 굵기에 영향을 주며 꼬임이 적은 약면사는 부드럽고, 부피감

이 있으나 견고하지 못하고, 꼬임이 많을수록 까슬까슬하고, 딱딱한 느낌을 

준다. 장식사를 사용하면 직물에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가방의 경우

에는 표면이 고르지 못하여 마모되기 쉽고, 걸림 현상(snag)이 나타나며 세

탁이 어려우므로 부분적으로 사용하거나 루프가 큰 것은 사용하지 않는 것

이 좋다.20)

1) 1) 1) 1) 천연섬유천연섬유천연섬유천연섬유

면은 셀룰로오스를 주성분으로 하는 식물성 섬유로 강하고, 보온성, 흡습

성, 내열성, 유연성이 좋으나 구김이 잘 가고 수축을 하는 단점이 있다. 구김

을 방지하기 위하여 폴리에스테르와 혼방을 하거나 수지가공을 하며 광택와 

강도 증진을 위하여 머서가공(mercerization)을 한다.

또한, 습한 곳에서 곰팡이가 발생하므로 깨끗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산에 의해 손상을 받으나, 유기용제에 대한 저항성이 커서 안전하게 

드라이클리닝 할 수 있다. 강알칼리 세제에 세탁할 수 있고, 염소계 표백제

에도 표백할 수 있다. 또한 과일즙 오염은 면섬유에 고착되어 제거하기 어렵

기 때문에 오염되면 즉시 찬물로 세척해야 한다. 면직물은 구김이 잘 생기므

로 다림질 할 때에는 물을 충분히 뿌려주고 뜨거운 상태에서 다림질 하는 

것이 좋다. 면은 구김을 방지하기 위해 방추가공을 하거나 합성섬유와 혼방

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슬래쉬 기법은 일반적으로 올이 잘 일어나고 보풀이 

제대로 부풀어 광목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너무 얇은 광목은 올이 잘 일

어나지 않으므로 원단 선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광목은 본바탕이 엷은 황갈색을 띠고, 자잘한 면실(棉實)의 껍질 등이 붙어 

20) 홍은희「가방용 직물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1.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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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염색을 위해서는 정련과 표백을 한 다음에 햇볕을 쬐어 하얗게 

만드는 특별한 과정을 거쳐야만 원하는 색상으로 선명하게 염색할 수 있다. 

그리고 광목은 구김이 잘 가기는 하지만, 잦은 세탁에도 섬유의 손상이 적어

서 실용적이며 세탁을 필요로 하는 상품의 소재를 이용하기에 적합하다.

또한 몰라기법에 사용되는 면은 여러겹을 겹쳐서 사용해야 하므로 무지를 

사용하며 60수 정도의 얇은 천을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올이 잘 풀리지 않

은 얇은 염색천을 이용하며 더욱 쉽게 작업을 할 수 있다.

마는 면보다 17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더 보편적인 섬유였으며, 

18세기 말에는 면방공업이 성황을 이루자 그 수요와 생산이 줄어들게 되었

다. 마는 거친 촉감을 주지만, 광택이 좋으며 수분의 이동속도가 빨라 여름

에 주로 사용되지만 너무 뻣뻣하고 구김이 잘 가며 물세탁 시 섬유가 분리

되는 단점이 있다.

마는 아마줄기에서 채취되는 21)인피(靭皮)섬유로 가장 오래된 섬유이며, 

땀의 흡수와 통풍이 잘 되며 여름철 옷감 또는 가방의 재료로 주로 많이 이

용한다. 그리고 순백색의 모시는 비단 같은 광택이 나고 삼베에 비하여 염색

성이 좋기 때문에 원하는 색상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른 직물

에 비하여 성긴 올을 가지고 있는 마직물은 슬래쉬 기법의 효과가 제대로 

표현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꼿꼿한 올로 인하여 부조적 느낌이 

다른 섬유에 비하여 오히려 더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몰라 기법에 사용했

을 때는 성긴 올과 두꺼운 질감 때문에 매끄럽고 부드러운 느낌으로 작업하

기에는 부적절하다.

양모섬유는 탄력성이 풍부하고 흡수성이 우수하며 표면의 축융의 특성을 

지닌다. 축융은 모 섬유의 스케일 구조로 인해 생긴다. 축융은 모 섬유의 스

케일 구조로 인해 생긴다. 따라서 세탁 시 축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스케일

을 약간 제거한 후 수지 등으로 씌우는 방법을 사용한다. 또한 모 섬유는 권

21) 인피 : 식물의 1차 체관부 안쪽의 형성층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체관부로 수목의 줄기는 표피, 피층, 1차 체

관부, 다시 2차 체관부가 있어 그 중 오래된 부분은 수피(樹皮)로 되어 탈락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형성

층보다 바깥쪽에 남아있는 조직, 즉 2차 체관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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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Crimp)이라고 불리는 구불구불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함기량이 많아 가

볍고 따뜻하다. 주로 겨울용 직물로 모 섬유를 이용하여 트위드, 쟈카드, 헤

링본 능직(Herringbone twill), 하운드투스 체크(Hound's tooth check), 글

렌체크(Glem check) 등의 조직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누에로부터 얻어지는 견직물은 삼각단면으로 인해 우아한 광택과 탄성을 

지니며 드레이프성이 좋다. 견 섬유를 사용한 천으로는 벨벳, 쟈카드 등으로 

고급스럽고 여성스러운 것이 특징이다. 또한 탄성회복이 커서 구김이 잘 생

기지 않는다. 가격이 높고 알칼리에 약해 드라이 클리닉을 해야 하며 견고하

지 못한 단점이 있다.

2) 2) 2) 2) 합성섬유합성섬유합성섬유합성섬유

합성섬유의 발달로 견고하고 저렴하면서 천연섬유의 외관과 촉감을 표현하

는 소재가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나일론은 강도와 신포 및 탄성 회복율이 

우수하여 구김이 잘 가지 않고, 가벼우면서 내구성이 가장 우수한 섬유이다.

또한 마찰에 강하며 건조가 빠르나 일광에 쉽게 황변되며 섬유가 매우 유

연하기 때문에 폴리에스테르와 혼방하여 쟈카드로 제작하거나 가방용으로 

사용될 때는 코팅가공을 하거나 접착심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합성섬유 

중 가장 열에 강하며 열가소성이 좋아 영구주름이 가능하고 내일광성, 내약

품성도 좋으나 정전기가 쉽게 생기는 단점이 있다.

스포츠룩의 유행으로 PVC코팅을 한 고밀도 직물이 가방의 소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스판텍스와 라이크라로 더 잘 알려진 폴리우레탄 섬유는 섬유자체에 고무

와 같은 신축성과 탄력성을 가지고 있어 스펀지 형태로 만들어 사용하거나 

투습, 발수가공을 위한 코팅제로 많이 사용된다.22)

22) 김은애외(2000) 패션소재기획과 정보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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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3 3 3 3 장  장  장  장  섬유기법을 섬유기법을 섬유기법을 섬유기법을 이용한 이용한 이용한 이용한 가방 가방 가방 가방 디자인 디자인 디자인 디자인 개발개발개발개발

제제제제1111절  절  절  절  몰라 몰라 몰라 몰라 기법기법기법기법(Mola)(Mola)(Mola)(Mola)

1. 1. 1. 1. 몰라 몰라 몰라 몰라 기법의 기법의 기법의 기법의 정의와 정의와 정의와 정의와 역사역사역사역사

몰라가 존재해 온 기간은 수백 년이 넘는다. 몰라는 꾸나(Cuna 또는 

Kuna) 인디오만이 만드는 독특한 원주민 공예로서, 주로 원색을 사용하며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제작 기술은 복잡하다. 미술로서의 몰라는 브라질의 카

라하(Caraja)족과 파나마의 다리엔(Darien) 지역의 초코(Choco)족같은 인디

오 부족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행하고 있는 바디 페인팅과 직접적인 연관

을 맺고 있다. 그들 얼굴의 아랫부분은 꼭두서니과 식물의 자주색 염료로 무

늬를 칠했는데, 이들은 귓불 바로 아래로부터 입 끝까지, 턱 위와 아래로 턱

과 목이 만나는 지점까지 칠해져 있었다. 양가슴에는 원형 또는 나선형 문양

이 있었다. 초코족 사이에 계속되고 있는 바디 페인팅 습속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이 부족들은 예로부터 꾸나족의 이웃 부족이었으며 꾸나족 역시 최근 

280여년 전까지는 바디 페인팅을 행했었기 때문이다.

18세기 중반 프랑스 위그노들이 꾸나족 사이에 정착해 두 집단은 50년 이

상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꾸나족 여성들이 그들의 긴 치마의 아랫단을 다양

한 문양과 기호들로 장식하게 된 것은 이 기간 동안인데, 이 같은 미술 형태

는 19세기 중반까지 계속되었으며 길고 블라우스 같은 의상 역시 이 시기에 

꾸나족의 의상이 되었다. 이후 짧은 블라우스. 치마, 숄, 허리띠 등 여러 점

의 의상으로 구성 된 현재의 복장으로서의 점진적인 변화와 함께, 꾸나족 여

성들은 원색의 몰라를 통해 다시 한 번 신체에 그렸던 기호적 문양들로 회

귀하게 되었다.

18세기 중순쯤 프랑스의 프로테스타트 유구노 교도의 사람들이 꾸나족과 

다른 두 그룹과 50년에 걸친 친밀한 연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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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꾸나족의 여성은 긴 스커트에 장식을 시작했으며, 19세기 중순이후 서서

히 현재의 스타일로 변화했다. 18세기 중순 아메리카모험가 캡틴 제이콥 단

함의 책에 꾸나족 남성들의 스타일에 대해 기술이 되어있었는데, 바지에 플

란넬셔츠의 차림을 하고 있었다. 

1872년, 영국 무역상 올렌드로버츠(Olrend Roberts)가 꾸나족의 여성에 

대해 기술하고 있지만, 그때에는 몰라를 몸에 두르고는 있지 않았다고 기록

했다. 

1881년, 알만도 네쿠라스에 의한 꾸나족에 관한 기술에는 무릎까지 오는 

파란 스커트에 빨강과 노랑색의 밴드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적혀있었다. 

1909년, 엘레노아벨(Ellenoabell)은 꾸나족의 마을을 방문하여 스미소니언 

협회에 몰라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녀들은 짧은 스커트와 여러 

가지 색으로 염색한 옷을 입고 있었으며, 이것은 매우 기묘한 디자인으로 만

들어져 있고, 몇 겹이나 꼼꼼하게 아플리케23) 되어 있었다라고 기술했다.24)

이 때 수집된 몰라는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현존하고 있으며, 기록상 명확

한 몰라로서는 가장 오래된 것이다.

 

 <그림1>

 1923년경, 몰라의 초기 형태. 워  

  싱턴 스미소니언 재단 소장.

23) 아플리케(Applique) : 바탕천에 조각천을 좋아하는 무늬로 오려서 붙이고, 윤곽을 실로 꿰매붙이는 간단한 

자수.

24) 고바야시 「Molla 2000」 생활수첩사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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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몰라와 코걸리를 비롯한 장신구를 착용한   

 젊은 꾸나족 여성 뻴리치아나 로블레르 양.

1912년 처음으로 몰라를 입은 꾸나족의 여성이 사진으로 촬영되어졌다. 

이 때의 여성은 무지나 이미 프린트된 것으로 큰 요크와 작은 짧은 소매로 

만들어진 긴 시미즈같은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어떤 것은 블라우스의 옷

자락을 따라 몰라가 섬세하게 만들어져 있고, 다른 것은 몰라의 세공이 브로

드 판넬이 되어서 큰 요크에 드리워져 있었다.

1922년 영국인으로 탐험가인 레디 리치몬드 브라운(Redi Richmond 

Brown)이 다리엔 지구를 방문하여 몰라를 입은 여성에 대하여 남긴 글을 

보면, 여성은 선명한 디자인의 스카프로 머리와 얼굴을 거의 감싸고 별도의 

다른 천으로 허리를 감싸고 있는 의상을 입고 있었는데, 이 때에 1600장에 

달하는 몰라를 영국에 가지고 가게 되었다. 남성에게도 여성과 같이 아름다

운 드레스 몰라가 꾸나족의 주체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것으로 한 대상이 되

었는데, 몰라는 불과 100년 남짓의 동안에 멋진 발전을 이루었다. 그 포인트

는 헐렁한 스타일에서 타이트한 것으로, 소박한 것에서 정교한 것으로, 디자

인도 꾸나족 독자의 것에서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여 세계에서 그 아름다움

을 인정받아 점점 변화하고 있다.25) 

25)고바야시 「Molla 2000」 생활수첩사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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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몰라의 몰라의 몰라의 몰라의 문양문양문양문양

몰라 제작에 사용되는 문양들의 전통적 주제로는 종교, 신화, 미신, 꾸나족

의 가정 생활이 있다. 자연적이거나 추상적으로 그려진 새나 동물 문양도 폭

넓게 사용된다. 

후자 중 흔한 것은 뱀, 도마뱀, 곤충, 물고기, 다른 수상 생물 등이다. 꽃, 

기하학적 도형, 미로형 문양 등도 많이 제작된다. 어떤 몰라는 정치적 구호, 

광고 이미지나 잡지 등에서 멋대로 차용한 유명 제품의 상표를 담기도 한다. 

축구, 농구, 야구 등의 스포츠도 로켓, 우주선 등이 그러하듯 현대 몰라 문양

들에서 그들의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현재의 몰라는 대체적인 외관이나 색채 면에서 전통적인 몰라의 그것을 지

니고 있지만, 꾸나족이 생활 방식에 대한 현대 세계의 영향도 역시 나타내고 

있다.

다음은 꾸나족이 사용하는 문양의 종류이다.

     <그림3> 미로형 문양1                  <그림4> 미로형 문양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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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5> 추상적 문양1                 <그림6> 추상적 문양2

  

   

   

       <그림7> 나무 문양                   <그림8> 꽃 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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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9> 방패 문양                   <그림10> 깃발 문양

    <그림11> 물고기뼈 문양                  <그림12> 새 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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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3> 별 문양                <그림14> 쥐가오리 문양

    <그림15> 춤추는 인물 문양            <그림16> 앵무새 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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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17> 십자가 문양                <그림18> 어린이옷 문양 

   <그림19> 고양이 문양                <그림20> 거북이 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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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러한 전통문양을 이용하여 제작한 일본작가 고바야시(ごばやし)

의 작품들이다. 

    <그림21> 동물 문양으로       <그림22> 도마뱀 문양을 몰라한 작품  

               몰라한 어린이옷

  <그림23> 미로형 문양 작품1             <그림24> 미로형 문양 작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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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5> 춤추는 사람문양의 몰라      <그림26>오리문양으로 몰라한 가방

<그림27> 물고기 문양의 몰라를 이용한     <그림28> 추상적 문양으로

          서류가방                                  몰라한 도로시백26)  

26)<그림21>~<그림28> 고바야시 「Molla 2000」 생활수첩사  p.3,4,7,10,11,35



- 32 -

3. 3. 3. 3. 몰라의 몰라의 몰라의 몰라의 색상과 색상과 색상과 색상과 제작법제작법제작법제작법

다음 색깔은 몰라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것들이다.

첫 부류는 거의 모든 경우 맨 윗겹에서 사용되는 색깔들이다.

Scarlet(또는 Cadmium Red Light), Carmine(또는 Alizarine Crimson),

Orange, Black.

두 겹, 세 겹, 네 겹째와 그 이상에 사용되는 색깔들과, 완성된 몰라의 다

른 부분에 사용되는 색으로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Limon Yellow, Cadmium Yellow Medium, Yellow Ochre, Orange, 

Cadmium Red Light, Alizarine Crimson, Cerise, Violet, Hooker's 

Green, Emerald Green, Olive Green, Prussian Blue, Purple, Black, 

White.

이들 색채들로 만족스런 색채 배합을 만들어낸다. 꾸나족 제작자들은 항상 

또렷한 원색들을 선택 하지만, 언제나 주의 깊은 균형을 유지한다.

이처럼 같은 재료, 같은 수법이라도 조합, 구성을 바꾸는 것만으로 인상이 

다른 작품을 만들 수 있다.

또한 밑천이 넓은가 좁은가로 완성이 다르게 보일 수 도 있으며, 만드는 

사람에 기량에 맞추어 적당하게 결정 된다.

일정하게 천을 지키어 맞추면 작품에 균형이 좋아지나, 특별한 규칙은 아

무것도 없다. 그리고 능숙하게 만드는 것이 좋은 몰라 라고 한정지을 수도 

없다.

몰라 만들기는 공그르기라는 바느질법으로 자르고 꿰매는 작업의 반복이

다.

밑천, 바탕천에 여러 가지 천을 놓아서 꿰매고, 또 그 위에 다른 천을 놓아 

자르고, 꿰매면서 점점 계단처럼 쌓아올려져 간다. 완성된 몰라는 예를 들어, 

강아지 형상이 몇 겹이나 겹친 부속 장식품으로 모양 지어진 것처럼 되는 

것이다. 

몰라에 사용한 실은 아플리케 실을 이용하며, 자수를 많이 하는 것은 몰라 



- 33 -

본래의 맛을 떨어뜨린다.

만드는 사람의 자유로운 발상과 기량에 따라 완성된 작품은 어느 것이든지 

멋진 작품이 된다.

몰라를 만드는 법은 매우 간단한 것이지만, 완성된 작품에서는 도중에 모

습을 모르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되어 질 수도 있다.

고정된 문양 없이 자기 자신이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힘들다고 할

지 모르지만, 자기만의 독특한 개성을 원한다면 기존의 문양에서 벗어나 스

스로 문양을 디자인하여 작품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은 몰라 기법을 이용하여 작품을 만드는 과정이다.

준비물 : 2가지 색상의 천, 아플리케용 실, 아플리케용 바늘, 재단가위, 쪽

가위, 색연필 또는 마카, 먹지, 자수실, 시침실, 볼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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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맨 윗 천에 먹지를 깔고 문양이 새겨진 종이를 놓고 뾰족한 펜이나 볼

펜으로 힘주어 그리면 천에 문양이 그려진다.

2. 문양을 따라 시침한 뒤, 가운데가 파인 문양(ㅁ,ㅂ, o 등 섬같이 가운데 

천이 떨어져 있는 것)부터 잘라내어 안으로 공그르기 해준다.

3. 네모문양을 먼저 공그르기 해서 몰라해준 뒤, 직선으로 된 부분을 잘라

내어 공그르기 해준 뒤, 뒷면이 보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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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몰라가 끝난 후, 공그르기한 문양만 남기고 나머지 천은 잘라준 뒤 완

성시킨다.

  

<몰라 문양을 자를 때, 가위집 넣는 방법>

1. 사각형 자르는 방법

대각선으로 가위집을 넣은 다음, 한 조각씩 안으로 집어넣어 공그르기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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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둥근형 자르는 방법

원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가위집을 촘촘히 낸 다음, 안으로 집어넣어 공그

르기 한다.

3. 세모형 자르는 방법

중심에서 삼각형 모양대로 가위집을 낸 다음, 안으로 접어 공그르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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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타원형 자르는 방법

긴 통로 쪽은 중심을 자르고, 원 모양 쪽으로 가서는 둥근형의 자르기 방

법으로 가위집을 낸 다음, 안으로 접어 공그르기 한다.

5. 곡선 자르는 방법

선은 중심을 먼저 잘라주고, 곡선이 시작하는 곳에서 끝나는 곳까지 일정

한 간격으로 가위집을 넣어준 다음, 안으로 접어서 공그르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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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2222절  절  절  절  슬래쉬슬래쉬슬래쉬슬래쉬(Slash) (Slash) (Slash) (Slash) 기법기법기법기법

1. 1. 1. 1. 슬래쉬 슬래쉬 슬래쉬 슬래쉬 기법의 기법의 기법의 기법의 정의정의정의정의

슬래쉬 기법이란 여러 장 겹친 천들을 일정한 간격으로 박음질 한 다음에 

제일 밑의 천을 제외하고 자름으로써 잘게 잘라서 얻는 효과를 이용하는 기

법이다. 즉, 천을 잘게 자를 때, 생길 수 있는 보풀들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을 주고, 섬유 표면이 마치 벨벳(Velvet)이나 코듀로이

(Corduroy), 타월(Towel)처럼 보이기도 하며 이렇게 생겨난 보풀들은 서로 

어우러져 독특한 재질감을 보이는 부조적인 느낌이 강조된다. 또한 슬래쉬 

기법은 여러 장의 천들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색상의 조화가 아름답고 색상

배열에 따라 그 느낌이 현저하게 달라진다.

슬래쉬는 옷감을 의도적으로 절개하여 만들거나 찢거나 하여 갈라서 만들

어진 절개구로써 갈라진 틈 사이로 속옷이나 빨간색 안감 등 대조적인 색상

의 옷감이 보이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양쪽 끝이 막히게 된 것

을 일컫는다.

슬래쉬의 어원은 고대 에스클리셔(Esclocier)에서 유래되었으며 에스클리

셔란 회초리를 치면서 몸에 남는 자국 같은 모양을 옷에 절개하여 절개구를 

생기게 한다는 뜻으로 갈라서 완성된 긴 절개의 명칭이 복식 용어로 된 것

이다.27)

‘깊이 베다, 속옷이 보이게 길게 터놓다, 채찍을 휘두르다’ 등의 뜻을 가지

고 있는 슬래쉬는 장식성이 강한 르네상스 시대 대표적인 복식의 표현방법

이었다.

그리고 가느다랗고 긴 트임을 나타내는 슬릿(Slit)은 소맷부리, 재킷, 스커

트 등에 이용하였으며 주로 좁거나 꼭 맞는 스커트의 앞면이나 뒷면 또는 

양옆에 터짐을 주어 움직임을 보다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이는 

슬래쉬와 형태는 다르지만 기본 의미는 유사하며 의도적으로 갈라서 만들어

27) 유희정. 「Slash에 대한 고찰」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0.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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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절개구를 뜻하므로 넓은 의미의 슬래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의상에 절개구를 만들었던 것은 활동하기 편하도록 기능성을 고려

한 점도 있었으며 의상에 입체적으로 요철을 강조함으로써 디자인적 효과를 

내기 위한 수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불에 달구어진 봉을 이용

하여 구멍을 뚫거나 가위로 절개를 하여 부드러운 속옷의 천이 갈라진 틈 

사이로 보이도록 하였고, 다른 천을 덧대거나 끈으로 장식하기도 하였다.

2. 2. 2. 2. 슬래쉬의 슬래쉬의 슬래쉬의 슬래쉬의 역사역사역사역사

슬래쉬는 목적에 따라 기능적 측면과 장식적 측면으로 그 유래를 구분 지

을 수 있는데, 먼저 기능적 측면에서 보는 슬래쉬는 활동의 불편함을 해소하

고 자유스런 동작을 위하여 처음 시작되었다고 한다.

13세기 초기부터 사람들은 옷을 더욱 꼭 맞게 만들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하였고 14세기 초에 개발된 복식은 이러한 방법을 시도하였으나 자연스

런 팔 움직임을 할 수 있는 꼭 끼는 소매를 만들기는 어려운 문제로 해결되

기까지에는 몇 시기의 시행착오를 거듭하였다. 그러나 그 때의 재단 기술로

는 힘든 일이었으며 자유로운 동작을 위하여 많이 갈라진 틈의 소매를 만든 

것이 초기의 시도였다.28)

중세시대 의상인 튜닉(Tunic)은 중간 길이(7부)의 몸에 딱 맞는 상의인데 

양옆에 슬릿과 슬래쉬를 넣어 활동의 불편함을 없앴으며 중세 말 고딕시대

의 몸에 꼭 끼는 소매가 긴 겉옷인 꼬따르디(Cotegardie) 소매 윗부분에도 

역시 슬래쉬가 있어서 팔을 그 사이로 내놓음으로써 행잉 슬리브(Hanging 

Sleeve)라는 장식소매의 형태를 이루었다.

이렇게 슬래쉬는 손목이나 팔꿈치 관절 부위의 움직임을 보다 자유롭게 하

기 위한 기능적인 목적을 위하여 행하였다.

장식적 측면에서 보는 슬래쉬의 유래는 1477년 전쟁에서 스위스가 부르고

뉴 공국의 왕 찰스에게 승리했을 때 처음 나타났다. 당시 스위스는 많은 양

28) 이영정. 「르네상스 복식의 미의식에 대한 고찰」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4.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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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크와 벨벳 등 값비싼 소재들을 소비하고 있었고, 전쟁에서 싸워 이긴 

병사들은 이것을 잘라 그들의 누더기 옷을 깁는 데 사용하였다. 그들은 칼자

국이 있는 군복을 권위와 용감함의 상징으로 자랑스럽게 여기며 이를 과시

하기 위하여 슬래쉬 의상을 즐겼다고 한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스위스 병사

들이 패전병(敗戰兵)들의 옷을 빼앗아 입었을 때 꼭 끼는 불편함이 있었는

데, 이런 활동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하여 칼로 군복을 슬래쉬하여 입을 것이 

유행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한다.

슬래쉬 형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처음에는 단순히 배치하는 것이 보통이

었던 것과는 달리 점차 복잡해지고 과장되어서 의복 전체에 무늬처럼 뒤덮

이게 되었고, 이는 르네상스시대의 대표적 장식 방법이 되었다. 특히 1520

년부터 1535년 사이에 널리 유행되었고 17세기 중기까지 의복에 남아 있었

다.29) 또한 독일에서는 남성의 더블릿과 반바지에 수백 개의 슬래쉬를 넣은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슬래쉬가 유행하였다. 

부와 권력으로 사치스러운 생활이 가능해진 신흥귀족을 포함한 귀족층과 

왕족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복식으로 표현하고자 하였으므로 화려하고 사치

스러운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호화로운 직물의 사용은 말할 것도 없고,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금, 은 등의 보석을 복식에 아낌없이 사용하였다.30)

이러한 슬래쉬는 유럽에 널리 퍼지면서 처음부터 새 천에 구멍을 뚫는 것

이 심하게 유행하였고 그 호화로움이 장관(壯觀)을 이루면서 사치와 낭비가 

심하여 슬래쉬 금지령을 여러 차례 내렸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잘 지켜지

지 않았고 오히려 더 유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여전히 르네상스 시대의 장

식적 요소로써 의복뿐만 아니라 모자와 신발, 장갑에까지 이용하였다.

장갑에 사용된 슬래쉬는 손가락에 반지를 끼었을 때 반지가 보이게 하기 

위한 것인데, 손가락의 첫 번째 관절 부분뿐만 아니라 손가락 끝의 관절부분

까지 슬래쉬 하였고, 열 손가락 전부 슬래쉬한 예도 있다.31)

29) 신상옥.「서양복식사」(서울 : 수학사) 1994. P.161

30) 박정우,「르네상스 복식을 활용한 의상디자인 연구」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6 

P.41 

31) 박정우. 앞의 책.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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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슬래쉬 사용이 르네상스 시대에 절정이었던 이유는 중세문화가 신

에 대한 찬양, 자연복종의 미덕을 구가(謳歌)한 반면 르네상스 문화는 자연

구가, 인간본성의 자유로운 발로(發露), 개인주의의 인식 등을 사상의 근원으

로 삼으며 폐쇄적인 중세의 종교적 분위기에서 벗어나 점차 인간중심으로 

변화하게 되는 이 시대의 사회적 영향 때문이었다. 중세의 견고하고 금욕적

인 복식양식은 개인주의의 출현으로 인한 정신적 해방감으로 풍부한 창조 

의욕을 불러 일으켰으며 많은 이들은 의복을 통하여 새 시대의 문화를 표현

하였고 지나친 과장은 인공적인 미를 창출하게 만들었다. 또한 이 시대의 직

물공업과 염색가곡의 발달은 생산체계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진보하여 

다양한 직물과 색채를 낳게 하였으며 의복은 점차 낭만적이고 화려해지기 

시작하면서 슬래쉬 스타일의 유행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이상과 같이 초기 인체의 활동에 자유로움을 주기 위하여 사용하였던 슬래

쉬는 르네상스 시대로 오면서 그 시대의 대표적인 장식방법으로 르네상스 

복식을 특징짓는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

슬래쉬는 오늘날에 이르러 현대의상과 예술분야에서도 그 형태를 찾아볼 

수 있으며 생활소품 특히 가방제작에 있어서 슬래쉬 기법을 이용하고 있

다.32)

32) 조시후.「슬래쉬기법을 이용한 섬유표현 연구」조선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6.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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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슬래쉬의 슬래쉬의 슬래쉬의 슬래쉬의 제작과정제작과정제작과정제작과정

섬유표현기법에서 쓰이는 슬래쉬의 형태는 바이어스의 사선형으로 힘이 있

고 강한 느낌을 주어 많이 쓰이지만 자유로운 곡선형으로 우아하고 유연한 

느낌의 표현도 가능하다. 이렇게 바이어스의 사선형태를 사용하는 이유는 천

을 자를 때 생길 수 있는 올 풀림을 방지하면서 자연스럽게 보풀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바이어스로 재단하면 수직형과 수평형의 슬래쉬가 될 수 있

다.

슬래쉬 기법은 주로 핸드백, 파우치, 쿠션 등의 생활소품에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그 형태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일의 사선형과 함께 수평형, 

수직형이 대부분이면 사선의 대칭형을 사용하여 변화를 주기도 한다.

그러나 그 형태는 대체로 단조로운 편이며 선을 강조하는 부분적인 슬래쉬

나 역사 복식에서 볼 수 있는 슬래쉬의 혼합배열을 응용한다면 종래의 단조

로운 형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며 바이어스를 이용하지 않고 슬래쉬함

으로써 생기는 올의 풀림을 그대로 이용하는 방법과 직선과 곡선, 수직과 수

평 등의 혼합배열을 다각도로 활용한다면 작품의 조형성 또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림29> 수직형 슬래쉬 가방      <그림30> 수평형 슬래쉬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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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31> 사선형 슬래쉬 가방     <그림32> 대칭형 슬래쉬 가방

슬래쉬 기법에서 가장 윗 천을 작은 무늬로 할 때와 큰 무늬를 사용해서 

슬래쉬할 때의 느낌은 다르다. 작은 가방을 제작할 때는 다소 작은 무늬를 

사용하고 큰 가방에서는 큰 무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은 큰 무늬와 작은 무늬를 슬래쉬 했을 때의 차이를 비교하여 보았다.

 

<그림33> 작은 무늬의 천에 슬래쉬 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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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34> 큰 무늬의 천에 슬래쉬 했을 때

큰 무늬의 천과 작은 무늬의 천에 슬래쉬 했을 때, 느낌이 다르듯이 슬래

쉬 의 간격이 좁거나 넓었을 때의 느낌 또한 다르다. 가방 전체에 슬래쉬 하

거나 부분적으로 슬래쉬를 할 때, 가방의 디자인에 따라 직선 또는 곡선을 

이용한 슬래쉬를 할 수 있다.

           

            

   

    <그림35> 0.6cm간격으로             <그림36> 1.2cm간격으로

             직선 슬래쉬 했을 때                  직선 슬래쉬 했을 때

   <그림37> 0.6cm간격으로             <그림38> 1.2cm간격으로

             곡선 슬래쉬 했을 때                  곡선 슬래쉬 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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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래쉬란 여러 겹의 천을 포개어 박은 후, 그 사이를 잘라서 빤 뒤, 솔로 

다듬어 주면 면으로 된 천이 벨벳과 같은 느낌을 지니게 된다. 천의 질감을 

변화 시킴으로써 또다른 슬래쉬의 세계를 맛볼 수 있다.

              

            <그림39>                          <그림40>

          

              <그림41>                           <그림42>

<그림39>는 슬래쉬를 해서 보풀이 많이 생기도록 작업한 천으로 여름철 

보다는 겨울철 가방을 제작할 때, 많이 쓰이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줄 때에도 

사용하는 기법이다.

<그림40>은 바탕천을 성긴 마를 이용한 작업으로 보풀을 짧게 해서 바탕

천이 드러나 보이도록 작업한 천으로 겨울보다는 여름에 많이 사용하는 기

법이며, 슬래쉬한 골의 자국이 선명히 보이도록 하였다.

<그림41>은 슬래쉬할 때, 핑킹가위를 사용하여 직선으로 잘랐어도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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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을 연상하게 작업한 천으로 군데군데를 다르게 슬래쉬해서 지루함을 없

애고 다양한 디자인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림42>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곡선으로 슬래쉬 해줌으로써 마치 파도를 

연상시키는 기법이다.

   <그림43> 가로,세로의 직선을 이용한   <그림44> 곡선을 이용한

           슬래쉬 가방(川上成子 2000)       슬래쉬 가방(川上成子 2000)

<슬래쉬 만드는 방법>

1. 4장의 천을 준비하여 4장을 잘 포개어 놓고 가장 위의 천에 정바이어스 

방향으로 선을 하나만 긋는다.(4장의 천을 올 방향이 같도록 포개어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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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맨 위에 모양 천을 올릴 때도 천의 올 방향을 꼭 맞추어야 하며, 1에서 

그은 선을 따라 먼저 박아 준다.

3. 2에서 박아준 선을 노루발의 옆 면에 맞추어 놓고 박는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노루발 간격을 이용하여 계속 박아준다.

4. 3에서 박아준 중간을 가위나 슬래쉬, 퀼트용 커터를 이용하여 잘라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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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를 때, 가장 아랫 천은 자르지 말아야 하며 자른 다음에 손으로 빨거

나 세탁기에 돌려 빤다.

    

    6. 뻣뻣한 솔로 여러번 힘껏 밀어준다.

<완성된 모양>

              앞 모습                               뒷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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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4 4 4 4 장  장  장  장  작품제작 작품제작 작품제작 작품제작 및 및 및 및 분석분석분석분석

오늘날 섬유예술은 과거의 틀에 박힌 작품에서 벗어나 그 영역을 넓혀 다

양한 기법과 함께 무한한 표현과 자유스러움을 주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한 기법과 틀에 박힌 디자인으로 누구나 비슷비슷한 가방을 

들고 다녔던 기억이 있다

모양도 20대, 30대, 40대, 50대에 맞게 고의 고정되다시피 하였으나, 오늘

날에 와서는 각자가 원하는 대로 큰 가방, 작은 가방 등 여러 개의 가방으로 

자신만의 개성을 강조해 나간다.

가방에 조각을 낸다든지, 수를 놓는 기법들은 있었지만, 대담한 프린트라든

지 슬래쉬 기법과 몰라 기법에 의한 가방 제작, 그리고 각종 비즈라든지 보

석을 가방에 장식하는 일들은 다소 드물었다고 생각되어진다.

슬러쉬 기법도 옷에는 간혹 사용되었으나. 가방 제작에 다양하게 사용된 

것은 불과 몇 년 밖에 안 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 와서 환경이 오염되고 사람들이 천연적인 것에 관심을 갖다보니까 

아이들 소품에서 어른들까지 면에 대한 기호도가 높아져서 가죽제품에서 섬

유제품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자는 섬유예술은 조형예술의 한 분야로 생각하고 현대 감

각에 맞추어서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고, 실용적이며 개성 있는 가방 제

작에 슬래쉬 기법과 몰라 기법으로 작품을 제작하여 그 가치를 높일 수 있

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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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작품 작품 작품 1111

제목 : 蓮의 노래

재료 : 무지 면 염색천, 압축솜, 가죽가방끈

크기 : 24 × 22cm

90여종의 연꽃은 온 세계에 퍼져 있으며 얕은 물에서 자라는 초본이다. 잎

은 꽃과 함께 물에 떠있고 줄기에는 공기 구멍이 많이 있다. 땅 속 줄기는 

진흙에 수평으로 부채살처럼 뻗어 뿌리 구실을 하고 맛과 영양이 풍부하여 

식용으로 애용된다.

불교가 번성했던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의 유물에는 상당한 부분이 연꽃과 

관계되는 유물로 남아있다. 조상들은 불염성(不染性)에 한없는 신비를 느껴 

신성시하고 사랑했다. 전생과 현세와 천상의 3세를 상징하는 꽃으로 부처님

도 항상 연꽃 위에 앉아 계신다.

정병에 담은 가을의 맑은 물이나 비온 뒤 맑은 하늘의 달빛과 같이 고요하

고 깊은 곳에 숨어사는 은자의 기상이 있어 매화를 “古友(고우)”, 국화를 

“逸友(일우)”, 대나무를 “淸友(청우)”라하며 연꽃은 “淨友(정우)”라 했듯이 

깨끗하고 맑은 기상과 세속을 멀리하는 자태가 예로부터 문인 문객의 사랑

을 오랜 세월동안 받아왔다.

도판의 무지개빛 물결무늬와 원앙이 이채로운데 이렇듯 원앙이 연꽃 밑에 

자리한 것은 蓮生貴子(연생귀자), 夫妻和睦(부처화목), 子孫繁榮(자손번영)의 

뜻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 겹 몰라한 작품으로 맨 밑바닥 천은 붉은 그라데이션 천을 사용하고 테

두리는 연두색, 그리고 가장 윗 천은 밤을 상징하는 짙은 남색을 사용하였

다. 짙은 붉은색으로 잎 색에 변화를 주었다. 

붉은 색과 더불어 분홍색, 백색 등도 함께 몰라기법으로 작품을 한다면 입

체감과 더불어 더욱 아름다운 몰라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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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5> 작품 1. 蓮의 노래

무지 면 40수에 염색 / 24 × 2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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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작품 작품 작품 2222

제목 : 화려한 외출

재료 : 면 천, 진주, 지퍼, 가죽가방끈, 자수실

크기 : 25 × 35cm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어디론가 가고 싶은 때가 있다.

항상 똑같은 모습이 싫어질 때, 누군가를 만나 이야기하고, 세월이 흐름에 

대해 가끔은 우울해 하지만, 지나간 추억과 아름다웠던 젊은 시절의 회상은 

가끔 미소로 다가온다. 

평범함에서 특별한 외출을 준비할 때, 레이스가 달린 옷과 진주 목걸이로 

치장하듯이 조그만 쌀 진주를 천을 따라 다소 들뜬 기분으로 목걸이를 하듯

이 한 개 한 개 실로 다 꿰매어 붙어 달았다.

여기에 사용한 몰라는 두 겹 몰라로 레이스와 같은 노란색을 선택 했다.

외출을 할 때면 따사로운 햇볕 속으로 걸어 나오는 이미지를 생각해서 불

교의 볍률을 상징적으로 디자인화 시켜 동그란 태양 보다는 무엇인가 피어

오르는 열정을 표현 하고자 태양의 이미지로 몰라하였다. 또한 다소 스포티

한 봄 의상과 단순한 액서서리와 함께 토탈 패션으로의 의미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태양의 가장자리는 자수실로 스티치하여 진주와 더불어 차분하

고 고급스러움을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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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6> 작품 2. 화려한 외출

면 40수, 진주 / 25 × 3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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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작품 작품 작품 3333

제목 : 봄은 기다리며

재료 : 면 천, 염색 천, 압축솜, 지퍼, 가죽가방끈

크기 : 25 × 30cm 

매난국중 중 매화는 사군자 가운데 가장 처음 놓여지는 것으로 소인묵객의 

많은 사랑을 받아온 꽃이다. 송나라 때 林逋(임포)사람은 항주의 매화 많은 

고산에 살면서 매화를 자식으로 삼고 학을 아내로 삼고 살면서 평생을 청빈

하게 살았다. 세속을 초월한 은자의 전형으로 뭇 선비들의 추앙과 흠모의 대

상이었다한다.

매화는 서리와 눈을 두려워하지 않고 언 땅에서 제일 먼저 향기를 발하며 

꽃을 피우고 온갖 꽃이 피기 전 가장 먼저 봄소식을 전해준다. 추위를 이기

고 꽃을 피운다 하여 불의에 굴하지 않는 선비 정신으로 치며 꽃의 의미는 

희망, 회춘, 군자, 절개, 순결한 미녀를 상징하고 매실은 남녀의 결합을 뜻한

다.

화암수록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널리 퍼진 꽃들을 9개의 품계로 나누어 1

등품에 고표일운으로 높은 품격과 뛰어난 운치로 매화, 국화, 연, 송을 분류

하고 가장 먼저 매화를 사랑받는 화목으로 지정하였다. 결국 매화의 생태적 

특성이 선비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유교적 윤리관과 자연주의 정신

에 결합되면서 의인화되고 또 이상화되었던 것이다.

맨 아래 천은 매화을 생각하며 분홍 염색 천을 깔고, 윗 천은 초록색 그라

데이션이 된 천으로 초록색 사이에 검정색이 섞여있어서 완전한 봄이 아니

라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2겹 몰라한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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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7> 작품 3. 봄은 기다리며

무지 면 40수에 염색 / 25 × 3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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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작품 작품 작품 4444

제목 : 만수무강 Ⅰ

재료 : 면 천, 무명, 자수실, 면로프

크기 : 30 × 45cm

우리 전통 유물의 상징적 뜻을 풀어 본다면 거의가 수복이다. 동물문이 그

러하고 식물문이 그러하다. 간접적 표현이 분에 차지 않아 백가지 수자와 백

가지 복자로 백수 백복의 문자도까지 만들고 해, 행 초서는 물론 예, 전서체

까지와 원시상형 문자와는 성격이 다른 현대의 추상화와 상통하는 38가지가 

있다는 민서체에도 역시 수복은 각체로 나타난다. 민화의 문자도를 꽃 글씨

라 했듯이 수복의 글씨 역시 다양한 꽃과 문양으로 어울리게 표현했다. 베갯

모 또한 가장 많은 글씨는 수, 복, 부, 귀, 다남, 강녕이다. 뜻과 부합되는 그

림을 같이하여 한층 강조하기도 하고 글씨의 뜻과는 달리 다른 뜻의 그림을 

가미하여 복합적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중국의 상서(尙書) 홍범편(洪範篇)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첫째가 壽(수)요 둘째가 福(富)이며 셋째가 康寧(강녕)이며 넷째가 攸好德

(유호덕)이요 다섯째가 考終命(고종명)이라 했다.

베갯모 중 반 이상이 문자이고 역시 70%이상이 수복문자이다.

몰라는 본래 꾸나족의 예술이므로 문양 자체가 우리나라의 사실적 표현과

는 다르게 추상적인 면이 있지만, 이러한 몰라 기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오방색과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베갯모 문양을 이용하여 작품을 하였다.

베갯모 문양은 너무나 다양하지만, 그림만이 예술적 가치가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옛날 조상들이 글씨에도 한땀 한땀 정성들여 수를 놓았듯이, 글씨 

문양을 따서 공그르기 하고 수실로 가장자리를 장식하는 것도 전통적이면서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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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8> 작품 4. 만수무강 Ⅰ

면 40수, 무명 / 30 × 4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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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작품 작품 작품 5555

제목 : 만수무강 Ⅱ

재료 : 무지 면 천, 무명, 압축솜, 면로프

크기 : 30 × 45cm

원앙은 오리과에 속하는 물새, 날개 길이는 20cm정도 이고, 날개의 안 깃

은 크고 부채같이 위로 퍼져 은행잎 모양의 날개를 이룬다.

수컷을 원(駌), 암컷은 앙(鴦)이라고 한다.

암수가 서로 떨어지지 않으며 질투심도 강하고, 사이도 좋다. 원앙은 필조

(匹鳥), 인제(隣提), 파라가(婆羅迦)라고도 한다.

원앙을 수놓은 이불(원앙금), 베개(원앙침) 그리고 이를 합하여 원앙 금침

이라 한다.

새 2마리를 표현하여 원앙과 구봉의 의미로 좋은 부부금슬을 염원하기도 

하고, 할미새는 형제의 도리를, 꾀꼬리는 친구의 도리를 나타낸다고 하여 할

미새나 꾀꼬리를 표현하기도 했다. 이것은 중국의 오륜도에 등장하는 5가지 

길조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며 우리 전통 유교 관념에 중요시되는 기본이

기도 하다.

본 작품에서 원앙 몰라는 그 색이 다양해서 5겹 몰라로 표현했으며 작은 

천을 계속 자르고 덧대고 꿰매주면서 원앙의 화려함을 표현하였다. 물 속에

서 놀고있는 장면을 연출하기 위하여 자수실로 물결과 물풀을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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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9> 작품 5. 만수무강 Ⅱ

무지 면 40수, 무명 / 30 × 45cm



- 60 -

작품 작품 작품 작품 6666

제목 : 만수무강 Ⅲ

재료 : 무지면 천, 압축솜, 면로프

크기 : 30 × 45cm

모든 꽃이 지고 난 황량한 늦가을, 서리를 무릅쓰고 피는 인고의 꽃이다.

따라서 오랜 세월 격정과 고통을 이겨낸 인고와 희생을 상징한다. 유혹과 

고초에도 굴하지 않는 선비정신, 충절과 절개의 여인, 굳은 의지로 살아가는 

기골찬 인물들을 의미하고 불로 장수와 복을 가져다 준다는 신기하고 상서

로운 영초로써 예로부터 숭상되었으며 가을의 대표적인 꽃으로 쳤다. 

국화는 엉거시과에 속하는 다년생 풀로서 1m가량 자라며 줄기는 다소 나

무질화하여 잎은 대개가 깊이 찢어지고 꽃은 크기에 따라 대국, 중국, 소국

으로 구분하고 피는 계절에 따라 하국, 추국, 동국으로 나누기도 한다. 국화

는 꽃만 관상하는 것이 아니라 봄에는 움삭을 먹고, 여름에는 잎을 먹고, 가

을에는 꽃을 먹고, 겨울에는 뿌리를 먹음으로써 국화차, 국화주, 국화전으로 

식용과 약재로서 다양하게 애용하였다. 이와 같이 국화는 사계를 통하여 우

리와 관계를 맺어왔고 그 가운데에서도 가을에 피는 꽃이 가장 많은 애상을 

받아왔다.

가방의 기본 천은 검정 염색 무명을 사용하였으며, 꽃과 잎사귀는 다른 색

으로 몰라하여 검정색과 대비를 이루었다.

 



- 61 -

<그림50> 작품 6. 만수무강 Ⅲ

무지면 40수 / 30 × 4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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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작품 작품 작품 7777

제목 : 연민

재료 : 실크, 면 천, 자수실

크기 : 25 × 35cm

연꽃은 예로부터 많은 종교적 신화와 민간설화가 얽혀있는 꽃이며 깔끔하

기로도 이름 높고 특히 연못 위에 핀 꽃은 누부시게 아름답다. 

연은 흙탕물에 자라면서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수중에 서 있지만 물에 잠

기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하여 어지러운 속세 속에서 맑은 인격을 키

워 나가는 불교의 상지화이다.

연꽃의 열매인 ‘연밥’을 첨가하는 경우는 보통 식물은 꽃이 먼저 핀다음 열

매를 맺는데 반하여 유독 연꽃의 경우는 곷과 열매가 동시에 생장하는 식물

로서 빠른 시일안에 잇달아 귀한 아들을 낳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연

밥, 즉 蓮顆(연과)는 연과(蓮科)의 동일음으로 단 한번에 문무과에 연이어 과

거시험에 합격을 기원하는 의미도 같이한다. 군자, 환생, 재생, 강인한 생명

력, 청정, 다자다복의 의미도 상징한다.

연꽃 문양을 꽃 전체가 보이도록 하는 것은 화려하고 색깔의 다름이 아름

답지만, 가방 부분에 간단하게 몰라로 표현해주고 남은 공간을 가늘고 긴 꽃

으로 수를 놓아줌으로써 연꽃과 재미있는 조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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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1> 작품 7. 연민

실크, 면 40수 / 25 × 35cm



- 64 -

작품 작품 작품 작품 8888

제목 : 가을의 속삭임

재료 : 염색 면 천, 무지 천, 압축솜, 가죽가방끈

크기 : 22 × 24cm

핸드백은 슬래쉬 기법을 이용하여 가장 많이 표현되고 있는 생활용품이며 

단일방향의 사선형, 수평형, 직선형 등의 슬래쉬 형태를 주로 사용한다.

본 작품은 단 방향 사선형 슬래쉬 기법으로 다소 단조롭기는 하지만, 슬래

쉬한 맨 윗 천이 다양한 색을 나타내는 염색 천이므로 사선으로 일률적인 

슬래쉬가 되어야만 천의 색상을 살릴 수 있으므로 한 방향으로 통일하였다.

이는 슬래쉬 기법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색상의 조화를 통해 화

려햔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왼쪽 45°각도로 사선 슬래쉬한 작품으로, 슬래쉬 기법에서 사선으로 절개

하는 것은 형태를 보존하고 올이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 바이어스 

방향으로 천을 재단하여 슬래쉬하기 때문이다. 간혹 특수한 작품에는 자연스

럽게 올이 풀려나가는 것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본 작품은 가방이기 때문에 

보풀은 일어나게 해도 올이 계속 풀려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선 

슬래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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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2> 작품 8 . 가을의 속삭임

염색 면 천, 무지 천 / 22 × 2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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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작품 작품 작품 9999

제목 : 그리움

재료 : 염색 면 천, 프레스심, 가죽가방끈

크기 : 40 × 40cm

슬래쉬 기법은 입체적인 요철로 인하여 독특한 섬유의 질감 변화를 볼 수 

있고, 동시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섬유의 감촉이 현저하게 변화함으로써 뚜

렸한 시각적, 촉각적 표현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슬래쉬 기법의 가장 큰 특

성이다.

사선으로 이등분하고 슬래쉬 방향을 달리하여 경쾌한 느낌이 드는 슬래쉬 

큰 가방으로 강렬한 꽃무늬가 슬래쉬 기법으로 인하여 부드럽게 변하였으며 

그 화려함은 여전히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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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3> 작품 9. 그리움

염색 면 천, 프레스심 / 40 × 4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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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작품 작품 작품 10101010

제목 : 가을 소나타

재료 : 염색 면 천, 프레스심, 가죽가방끈

크기 : 43 × 42cm

붉은색, 노란색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고, 가을 햇살이 창가로 스며들 때는 

어딘지는 모르지만 시원한 바람을 벗 삼아 여행이라도 떠나고 싶어진다.

사선형 슬래쉬를 이용하여 가을 풍경을 연상하듯 밤색과 작은 꽃들이 프린

트된 천을 사용하여 늦가을의 정취를 표현해 보았다.

가방 하나만 들면 금방이라도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준

다.

손으로 비비거나 세탁기에 빨아서 보풀을 만들지 않고 골선만 보이게 슬래

쉬만 하여서 바탕천 그대로의 색감을 살렸다.

오른쪽 45도 사선으로 0.7cm씩 일정하게 슬래쉬 하였다. 사선형 슬래쉬는 

다소 단순한 기법이지만, 혼합기법보다는 경쾌하고 세련된 느낌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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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4> 작품 10. 가을 소나타

염색 면 천, 프레스심 / 43 × 4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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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작품 작품 작품 11111111

제목 : 짧은 외출

재료 : 염색 면 천, 압축솜, 지퍼, 가죽가방끈

크기 : 15 × 20cm

슬래쉬 기법에서는 가장 위에 사용되는 천이 동일하더라도 배색 천에 의하

여 전혀 다른 느낌을 주기 때문에 원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색상 배열

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한다.

본 작품도 앞쪽에서는 배색 천을 자주색을 사용하여 따뜻한 느낌이 들도록 

했으며 뒷면은 초록색을 사용하여 다소 차분한 느낌이 들도록 표현하였다.

슬래쉬에서 여러 장의 천들이 잘렸을 때 생기는 보풀의 혼합으로 인하여 

색채의 조화가 아름답고, 이용하는 천의 색상 배열에 따라 그 느낌이 현저하

게 달라지며 시각적인 혼색을 가능하게 하여 새로운 색채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그리고 단색의 슬래쉬 표현은 색상의 변화와 화려함은 볼 수 없으나 고급

스러운 느낌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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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5> 작품 11. 짧은 외출

염색 면 천, 압축솜 / 15 × 2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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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작품 작품 작품 12121212

제목 : Harmony Ⅰ

재료 : 오리나무열매 염, 숯 염, 면 천, 압축솜, 가죽가방끈

크기 : 33 × 38cm

천연염색한 천은 은은한 색깔과 광택을 내지만, 배색에 있어 다소 어둡고 

우중충한 느낌을 갖게 하기도 한다.

본 작품은 오리나무열매와 숯으로 염색한 광목을 사용하여 가방을 제작한 

다음, 칙칙한 느낌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색깔의 염색 천으로 길게, 또

는 짧게 슬래쉬를 해서 아플리케 함으로써 천연염색의 빈티지풍의 가방 느

낌이 나도록 장점을 살려 제작하였다.

현대 이미지에 맞게 단순한 색에 오른쪽 사선방향으로 2장, 왼쪽 사선방향

으로 2장씩 포인트를 주어 독특한 면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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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6> 작품 12. Harmony Ⅰ

오리나무열매 염, 숯 염, 면 천 / 33 × 38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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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작품 작품 작품 13131313

제목 : Harmony Ⅱ

재료 : 염색 면 천, 압축솜, 가죽가방끈

크기 : 12 × 12cm (24장)

본 작품은 2조각으로 패치워크 한 작품으로 단지 천을 이어 붙이는 단조로

움에서 벗어나 중앙 4조각에 슬래쉬 기법을 사용하므로써 입체감과 더불어 

다양한 디자인을 연출하였다.

사각의 면에 4면을 나누어서 수직과 수평

으로 슬래쉬 해 주었다. 가방 디자인이 사

선이나 수평으로만 하기에는 어울리지 않고 

각기 다른 색을 이용하여 약간의 변화를 주

어 본 바탕과도 조화를 이루었다.

슬래쉬의 혼합배열을 응용한다면 기존의 

단조로운 형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며 

정 바이어스 방향을 이용하지 않고 슬래쉬 

했을 경우에 생기는 올의 풀림을 그대로 이

용하는 것도 작품의 조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오른쪽 그림은 가방을 접기 전 펼쳐놓은   

22조각 패턴 중 4조각을 슬래쉬한 단면이

다.                                          <그림57> 가방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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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8> 작품 13. Harmony Ⅱ

염색 면 천 / 12 × 12cm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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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5 5 5 5 장  장  장  장  결론 결론 결론 결론 및 및 및 및 제언제언제언제언

오늘날 가방은 소비자의 개성표현의 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

고 있으며 가방소재의 고급화를 위하여 가방용 직물개발도 필요하다고 생각

된다. 가방을 한번 구입하면 닳아질 때 까지 사용했던 것이 예전의 사용방법

이었다면 여성의 사회진출이 많아진 20세기 이후에는 다양한 용도의 가방이 

발달하게 되었다. 가방은 시대별로 보자기나 바구니와 같이 단순히 물건을 

싸거나 옮기기에 편리한 도구로 생각했었다면 현대에 와서는 의상이나 모자

와도 조화를 이루고 용도에 따라 외출할 때, 출근할 때, 모임 등 장소에 맞

게 적절한 가방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 시대에 맞추어 슬래쉬 기법과 몰라 기법으로 디자인

된 가방을 제시하고 그 기법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과 제작방법을 나열하고 

앞에서 제시한 기법들을 이용하여 가방을 제작하였다. 

기법을 파악하고 작품을 제작하고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섬유를 이용한 가방은 신발 등의 다른 악세사리와 의상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 되어 왔다. 섬유특유의 부드러움과 다양한 무늬, 색깔의 조

합들이 가죽가방보다 나은 디자인으로 제작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직물

은 견고성이 좋지 못하여 일광, 눈, 비에 의해 변색이 되거나 쉽게 손상되고 

가방의 형태를 유지하기가 힘든 소재의 한계성을 느꼈으나 기능적인 심지와 

가공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소재와 조직을 이용하여 가방을 제작할 수 있었

다.

둘째, 몰라 기법과 슬래쉬 기법은 다소 대중적이지는 않지만, 가방 제작에 

있어서 기존의 섬유가방과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섬유 직물가방의 새로운 가

능성을 보여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섬유가방은 그 독창성과 수공예라는 이유로 유명브랜드의 가죽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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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었으나, 많은 시간과 높은 비용으로 대중적

이지 못하지만, 재봉틀의 발달로 짧은 시간에 여러 사람이 함께 작업하여 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더욱 연구해서 대중적으로 발전해야 하며, 섬유만이 

가지고 있는 독창성(가볍고 부드러운 느낌, 화려한 색깔, 고급스러운 소재 

등)을 더욱 연구하여 다른 종류의 가방들과 차별화를 가져올 수 있는 디자인

의 연구가 계속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연구자는 디자인이나 기법들을 개발하면 얼마든지 가죽가방보다 

더 다양하고 가볍고 실용적이면서 개성이 넘치는 가방을 제작할 수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앞으로 섬유예술의 한 분야로 더더욱 성장하여 의상과의 조화를 이루는 문

화상품으로 개발하여 폭넓게 이용된다며 개성의 추구하는 21세기의 섬유제

품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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