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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염료 실크스크린 기법의 텍스타일 디자인 제작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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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explores the possibility, and suggests an experimental procedure, of industrial application of tra-
ditional textile design techniques, such as hand silkprinting and natural dyeing. Theoretical and traditional background of
this study is William Morris and his followers' Arts and Crafts Movement from the late 19th century to the early 20th
century, which laid the philosophical as well as technical foundations of modern textile design tradition. Based on the basic
understanding of the design philosophy, and starting from the design techniques of Morris and his successors, I made
some experimental and systematic color plans reflecting and exploiting the physical traits and structure of jacquard woven
silk material fabrics. And I applied hand silkscreen printing techniques on the jacquard silk fabrics of my own making,
while testing various color combinations of natural dyes. After finishing final processing of design samples, I could get
textile design products which met the criteria of my original expectation, i.e., eco-friendly and aesthetic design samples
that can also be produced in automatized mass production system of contemporary textile industry. The conclusion of this
experimental study is that I can expect the natural dyeing techniques, jacquard silk fabrics design techniques, silkprinting
techniques, and the basic processes used in this study to be safely applied for contemporary commercial textile industry
utilizing automatized silkscreen printing system and digital printing devices. 

Key words : Arts and Crafts Movement(예술공예운동), jacquard fabrics(자카드 직물), silkprinting techniques(실크프린
트 기법), natural dyeing(천연염색) 

1. 서 론

예술의 역사는 각 시대의 생산기술과 문화적 가치관이 반영

된 시대정신을 보여준다. 5000년 섬유예술의 역사도 이름이 남

아 있거나 잊혀버린 수많은 예술가, 공예가들이 실천한 시대정

신의 기록이다. 텍스타일 작품은 지역적 특성과 문화적 배경,

기술적 기반 등 시대적 요인의 총체적 산물이기 때문에 하나의

디자인 전통은 새로운 시대를 만날 때마다 변해왔다. 오늘의 산

업사회도 다양한 사회문화적, 기술적 요인으로 인해 삶의 스타

일과 트렌드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Kim et al., 2015). 효율과

이익을 우선시하는 산업사회의 보편적 가치기준이 텍스타일 산

업을 선도하면서 사회문화적 요구와 대량생산 가능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기능적 직물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텍스타일 디자이너의 역량도 더

욱 중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산

업기술사회에 부응하기 위한 텍스타일 디자인의 현대화는 텍스

타일 디자인의 전통과 역사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선결 조건으

로 요구한다. 

이 연구의 목표는 현대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대량생산

이 가능한 친환경 텍스타일 디자인 제작을 시도해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친환경적 천연염색 기법을 활용해서 텍스타일 디

자인의 조형성과 미감을 제고할 방법을 제시한다. 특히 다른 예

술 분야와 마찬가지로 텍스타일 디자인에서도 작가의 의도와

기법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제품 제

작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다(Lee, 2013). 시대를 막론하고 텍스

타일 디자인의 제작과정에서 작가의 조형감각과 심미적 판단,

제작 기술 및 환경을 비롯한 여러 요소를 조화시키는 것이 가

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의 연구 방법과 내용은 문헌조사 및 다양한 선행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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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바탕으로 하고 국내외의 논저들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진행하였다. 첫째, 디자인의 개성과 표현, 심미적 효과를 높이

기 위한 기법 연구의 일환으로 이 분야의 선구자인 윌리엄 모

리스(William Morris, 1834-1896)의 천연염료 프린트기법

(indigo-discharged printing)과 디자인 이념에 관한 이론적 고찰

을 하였다. 이것은 모리스가 자신의 디자인 작업에 반영했던 산

업혁명기 영국의 사회문화적 변화가 현대 텍스타일 디자이너들

이 직면하고 있는 21세기의 사회문화적, 기술적 변화와 본질적

으로 유사하기 때문이다. 둘째, 이와 관련해서 19세기 산업혁

명 이후 윌리엄 모리스를 필두로 시작된 영국의 예술공예운동

(Arts and Crafts Movement)이 현대의 텍스타일 디자인에 끼

친 영향, 텍스타일 디자인의 전개과정 및 심미적 판단 기준의

변화 양상,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디자이너 공방의 역사를 일

별한다. 셋째, 천연염료의 다양한 색상의 발현(Shin, 2012), 천

연염료 날염을 위한 호료와 매염제의 상용성, 매염재의 농도,

증열조건 및 프린트 직물의 염색 견뢰도에 대한 이론 연구(Jun

& Hwang, 2003) 등의 관련 연구와 천연염재의 추출과 염색의

견뢰도와 항균성측정에 관한 연구(Hwang & Lee, 2013) 등의

천연염색에 관한 선행 연구를 참고로 천연염료를 활용한 실크

스크린 기법의 친환경 텍스타일 제품의 산업생산 가능성을 탐

색한다. 구체적으로 텍스쳐를 강조한 실크 자카드 직물을 제작

한 후, 실크스크린 기법으로 천연염색을 하는 방법으로 친환경

텍스타일 디자인 시제품 및 소품 제작의 디자인 가능성과 그

방법을 제시한다. 

2. 이론적 배경

2.1. 19세기 영국의 텍스타일디자인

18세기 이전 영국의 텍스타일 디자인은 바로크와 로코코의

미학적 전통을 이어왔다. 1700년 경 런던은 텍스타일산업의 세

계적 중심지였는데, 이것은 주요 제조공장, 무역업자들, 중앙정

부, 금융기관, 입법기관, 보험회사 등이 모두 모여 있고 항구가

가까운 입지 때문이었다. 그 결과 실크산업이 발달하면서 패션

의 중심지로 대두했다(Rothstein, 1994). 당시 영국 예술가들은

사실주의 취향에 따라 자연에 더 가까운 색조를 표현했다. 즉

추상성보다 사실성을 선호했다(Cumming & Kaplan, 1991). 오

늘날까지 텍스타일 디자인의 트렌드 중 하나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식물자연주의(botanical naturalism)는 그 대표적 사례다.

당시 수직기(draw loom)로 제직한 실크를 ‘꽃무늬(flowered)’

라고 불렀던 것도 당시의 디자인 경향을 짐작케 만드는 것이다.

1740년경 런던의 직조공예조합은 텍스타일의 생산뿐만 아니

라 원료의 수입, 상품 수출 및 직물의 수입억제정책을 마련하

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들은 독립적인 가족공장 형태의 공

방을 운영했는데, 주문을 받으면 마스터의 지시에 따라 도제가

디자인을 제작한 후 승인을 받아 직조기에 맞게끔 조직을 설계

하는 필수 과정인 드래프트 제작에 들어가는 방식이었다. 그리

고 마스터의 수정 지시를 반영해서 최종 디자인을 완성했다. 이

방식에 따르면 전통 문양들이 조금씩 변용되는 데 그치고 디자

이너들도 전통적 훈련을 거쳐 배출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양식

을 실험하기는 힘들었다(Rothstein, 1994). 그러나 산업혁명 이

후 이전의 텍스타일 디자인에 흔히 쓰던 스트라이프, 단순한 트

윌(사선), 그리고 점을 이용한 디자인에 대한 수요가 줄었다

(Eom & Shin, 2004). 대중의 취향이 이렇게 변함에 따라 기

존의 디자인에 대한 수요 또한 감소하게 되었다.

2.2. 예술공예운동과 텍스타일디자인의 전통

산업시대의 도래로 인해 대중의 취향이 변하면서 고급 디자

인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산업적 대량생산이 가능해지면서

텍스타일 디자인의 질이 하락했다. 이것이 당시 영국의 텍스타

일 예술가들이 산업사회의 충격에 저항하면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과거의 유산을 그대로 답습하기보다

는 과거에서 얻는 영감을 디자인으로 표현하기 위해 노력한 예

술공예운동의 시작 배경이다. 그 결과 상업적 디자인을 개선하

기 위해서는 수공예정신을 부흥시켜야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예술공예운동의 리더들은 공예가뿐만 아니라 직물회사도 참여

해야 한다고 믿었다. 또한 이들은 지역 재료를 사용하고 지역

의 자연풍광과 문화적 전통을 반영한 디자인 제작에 노력했다.

디자인의 개혁과 작업환경 개선, 전원에서 작업장을 운영하

는 심플한 생활 등 예술을 삶의 한 방식으로 실현하는 사회개

혁(social reform)을 지향하면서 생활 속의 예술을 실현한 윌리

엄 모리스(William Morris)는 자신과 생각을 같이 하는 번-존

스(Burn Jones), 웹(Philip Speakman Webb) 등과 공동 작업

장에서 작품을 제작하면서 자신의 예술이념을 보급하고 이겻이

예술공예운동으로 확산된다. 윌리엄 모리스는 19세기말 영국의

예술비평가인 동시에 사회사상가인 존 러스킨(John Ruskin,

1819-1900)을 위시한 사회주의계열 학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

다. 단적으로 러스킨은 예술과 사회의 정신적 상호관계를 형성

하는 것이 예술의 본질이라고 파악했다. 또 예술은 예술가의 정

신생활을 표현해야 하며, 생활의 질은 예술가를 통해 표현된다

고 주장했다(Cumming & Kaplan, 1991). 프랑스 여행 중에

중세 고딕양식의 교회와 라파엘전파의 그림들에서 깊은 감동을

받은 모리스는 러스킨의 사상을 자신의 이념으로 삼고 당시에

유행하던 의미 없는 화려한 장식이 아니라 목적에 합당한 재료

와 기법으로 수공예 작업을 중시했다. 스테인드글래스, 가구,

책, 텍스타일에 걸쳐 다양한 일상용품을 제작하면서 예술적 표

현을 일상생활에 구현하고자 하였다.

모리스의 작업과 예술이념은 20세기 이후 현대 디자인에 큰

영향을 끼쳤다. 특히 그의 텍스타일 디자인과 벽지 디자인은 풍

부하고 다양한 표현을 구사한 창조적 작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의 텍스타일 작업은 당시 산업계에 활용되기 시작한 화학염

료를 거부하고, 대신 쇠락의 길을 걷고 있던 천연염료를 사용

한 새로운 패턴을 창조하는 것이었다. 아름다운 색상과 예술적

격조 추구, 환경이념의 실천과 확산, 그리고 재료의 물성을 충

실하게 표현하는 작업을 통해 노동과 생활의 통합을 추구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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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스의 이상과 철학에 공감한 많은 예술가와 공예가들은

Century Guild를 비롯한 디자인단체를 결성했다. 이들을 통해

서 예술공예운동은 런던, 버밍험, 맨체스터, 글래스고우 등 여

러 도시로 확산된다. 맥머더(A. H. Mackmurdo), 레더비(W.

R. Lethaby), 애슈비(C. R. Ashbee) 등은 Art Workers Guild

를 결성한 후 예술공예전시협회(Arts and Crafts Exhibition

Society, 1888)를 결성했으며, 진보적인 디자인 작품을 전시하

고 포름을 제공하는 등 장식예술의 진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직을 이끌면서 모리스의 이념을 확산시켰다. 모리스가 세운

회사인 Morris & Company는 크게 성장했고, 이 회사의 제품

들은 아름답되 편안한 패턴(beautiful and restful patterns)을

가구, 카펫, 벽지, 직물 등 실내용 제품에 통합적으로 적용한

단순하면서 멋있는 실내장식을 지향하는 것이었다. 모리스의 디

자인 취향은 당시 영국 상류층과 중산층의 호응을 얻었고 상업

적 성공도 거두었다. 모리스는 생산한 제품의 판매에도 적극적

이었고, 다른 회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는 데도 적

극적이었다. 

모리스의 선례를 따라 예술가 겸 공예가가 된 디자이너와 디

자인제품을 생산하는 제작사, 고급매장과 백화점을 연결하는 네

트워크가 생겼다. 생활의 미(The Beauty of Life)에 관한 모리

스의 연설과 House Beautiful이나 Studio 같은 잡지 및 다양한

인쇄 매체를 통해 예술공예운동의 활약상과 전시회가 알려졌

고, 이를 통해서 잠재적 소비층은 인테리어 취향을 배울 수 있

었다. 특히 텍스타일을 중시한 중산층 소비자들이 텍스타일 제

품의 소비와 디자인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한다. 

당시 텍스타일 디자인도 모리스처럼 꽃, 동물의 형태를 기초

로 한 자연의 패턴을 응용한 디자인을 중시했고, 모리스 사후

에도 많은 디자이너들은 천연염료로 염색한 실로 핸드위빙을

하거나 천연염료로 블록프린팅(hand block-printing)을 했다. 모

리스의 추종자들이 중심이 된 Art Workers Guild는 새로 생겨

나는 예술대학에서 디자이너를 양성하는 한편, 기업소속 내지

프리랜서로 활동했고, 이에 따라 디자이너의 사회적 지위도 상

승했다. 그 결과 응용예술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대두하면서 대

학들도 디자인을 전문으로 교육하기 시작했다. 런던에는 Central

School of Arts and Crafts, 글라스고우에는 Glasgow School

of Art가 설립되었다.

소규모 공예스튜디오(craft studios)에서 컨셉 단계부터 제품

끝처리까지 담당해서 단순하고 아름다운 친환경 일상용품을 제

작한다는 모리스의 이념은 아르누보, 아르데코 양식으로 이어

졌다. 파리와 비엔나공방의 디자이너들은 추상(abstraction) 표

현기법을 만들었고, 전통적인 꽃 모티브를 현대적으로 변용한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냈다(Hardy, 2001). 이후 앙리 반 데

벨데(Henry van de Velde)는 모리스의 방법에 기초해서 현대

적인 추상 모티브(Abstrat motifs)를 사용했다. 1920년대에는

추상 패턴이 더 많이 등장하는데 기하학적 색 밴드와 줄무늬를

이용한 대담한 추상패턴들의 등장을 볼 수 있다. 페체(Dagobert

Peche)의 추상 모티브와 섬세한 라인드로잉을 사용한 디자인

등 점차 양식화된 많은 추상장식 패턴이 등장했다. 이들은 소

니아 들로네(Sonia Delaunay) 등 현대 텍스타일 디자인의 전조

를 보여주는 혁신적이고도 다양한 패턴디자인이다(Damase,

1991). 

이렇게 시작된 디자인의 추상화, 단순화, 표준화의 과제를 안

고 출범한 것이 1919년 설립된 바우하우스다. 19세기에 시작된

예술공예운동이 디자인의 통일성, 작업과정의 즐거움, 개성 표

현(individuailism)과 고유의 기법과 재료를 사용하는 현지주의

(regionalism)로 요약될 수 있다면(Lesley, 2011), 이런 전통이

1920년대와 1930년대에 걸쳐 바우하우스의 굿디자인(Good

Design) 이념으로 이어졌고 또 유럽과 미국 등 전 세계로 확산

되어 현대디자인의 초석을 놓았다(Weltge, 1993). 

그러면 현대 텍스타일 디자인의 이념적 기초를 제공한 윌리

엄 모리스의 천염염색 기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2.3. 윌리엄 모리스와 토머스 와들의 천연염료 블록프린팅 기법

1870년대에 모리스는 당시 새로 개발해서 산업계가 사용하

던 화학염료 대신 점차 잊혀지고 있던 식물염료를 부활시키려

고 노력했다. 그래서 당시에 염색 전문가인 토머스 와들

(Thomas Wardle)과 협력하여 전통적 방법을 되살리고 이것을

자신이 만든 패턴에 적용시키는 실험을 했다. 이 작업은 모리

스의 환경보호사상과 부합했으며 화학염료가 가질 수 없는 색

감의 미를 표현할 수 있었고, 이런 방식으로 제작된 예술적인

직물과 벽지는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상업적으로 성공했다. 토

머스 와들과 천연염료를 사용해서 실험적인 작업을 한 이후

즉, 1882년부터 모리스는 머튼 애비(Merton Abbey)에 작업장

을 만들어서 자신이 직접 염색을 하기 시작했다(Fig. 1). 이런

시도는 예술가와 공예가들이 작업장을 만들어서 디자인을 제작

하고 판매하는 디자인공방의 효시가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프

린트기법의 텍스타일디자인 수준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모리스의 회사는 indigo-discharged 기법으로 염색한 직물

의 샘플 제작 및 실험 과정, 색감이 풍부한 쪽(indigo)의 푸른

색상(blue colour)을 만드는 기법을 연구했다. 또 색채 조성에

관한 실험과 당시 프린트직물의 재료 및 기법에 대해서도 기록

해 놓았다(Fig. 2). 

재료와 기법에 관한 모리스의 기록을 보면 먼저 꼭두서니

(madder)를 이용한 red염색으로 시작하여 buff(담황색)에서

yellow까지의 혼합 색을 만들었다. 쪽 탈색(indigo-discharged)기

법을 사용해서 blue를 이용한 다양한 혼색을 만들어 내는 과정

과 샘플제작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 블루를 이용한 혼색 과정

을 보면 midium-blue(중간계열의 푸른색)를 만드는 과정과

blue-green(연두)색상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

다. 모리스의 쪽 탈색 방법은 다음과 같다. 쪽을 단색으로 먼

저 염색하고 blue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 즉, 예를 들어 green

이 필요한 부분을 탈색하고 노랑이 필요한 부분에는 매염제를

써서 다시 염색했다. 이런 방법으로 blue부분이 green으로 변하

고 탈색시킨 부분을 yellow로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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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처리 스팀 과정에서는 둘 이상 겹쳐진 색상이 전체적으로

희미해진다고 기록했다(Cumming & Kaplan, 1991).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천연염료를 이용한 윌리엄 모리스

나 토머스 와들의 프린팅은 동양에서 전래된 전통적인 우드블

록 프린팅(Wood Block Print)기법으로 목판에 무늬를 릴리프로

조각하여 염료나 잉크를 조각판에 묻혀 천에 눌러 찍는 방법으

로 모든 텍스타일 프린팅 방법 중 가장 일찍부터 사용되었다.

이 방법은 수작업 패턴을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화

학염료를 이용한 대량생산이 자리 잡기 전에 오랫동안 직물 패

턴을 제작해 온 방식이었다. 가장 간단하고 가장 느린 방법이

지만 예술적 표면 효과와 격조 있는 색감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Fig. 3~5).

블록프린팅을 이용한 가장 오래된 유물은 중국 송(AD220)대

에 실크에 꽃을 3색으로 프린트한 천 조각이다. 목판으로 종이

Fig. 1. Workers block printing cotton at Merton Abbey, Surrey.

William Morris & The Art on Design (2003), p. 12. 

Fig. 2. Indigo-discharged printing book by William Morris &

Company. William Morris & The Art on Design (2003), p. 84.

Fig. 3. Apple. Designed by William Morris. Block printing in distemper

colours. William Morris & The Art on Design (2003), p. 156.

Fig. 4. Lea. Designed by William Morris. Indigo-discharged and block

printed cotton, printed at Merton Abbey, Surrey. William Morris & The

Art on Design (2003), p. 168.

Fig. 5. Sample of Lodden. Designed by William Morris. Indigo-

discharged and block printed cotton 1884. Printed at Merton Abbey,

Surrey. William Morris & The Art on Design (2003), p. 82.

Fig. 6. Snakehead. Designed by William Morris. Indigo-discharged and

block printed cotton 1876. Printed by Thomas Wardle, Leek. William

Morris & The Art on Design (2003), p.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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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인쇄된 가장 오래된 유물은 신라시대의 다라니경으로 1966

년 경주의 불국사에서 출토되었다. AD704-751경에 불경을 뽕

나무종이에 두루마리 형식으로(3.1×248.0inch) 인쇄한 것이다.

불교 문화권에서 이러한 형태의 불경이 많이 제작되었다.

14세기까지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아라비아에서 trash로 불

리던 10세기경의 기도용 천 조각이 발굴된 사례도 있다. 한국,

일본, 인도 등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사용해 왔으며 인도에

서는 10세기에 면과 실크에 프린트해서 유럽으로 수출한 이후

17세기까지 실크, 면, 마, 가죽, 벽지에 다색으로 프린트해왔다.

모리스와 함께 한 식물염료 염색 실험 이후 토머스 와들도

인도의 block-printed textiles의 이미지 표현과 기법을 적극적으

로 도입했다(Fig. 6). 그는 인도산 수입실크에 핸드 블록프린트

기법을 사용해서 정교한 동양풍의 패턴을 만들었다. 그는 예술

적 취향의 직물을 자신의 상점과 Heal's, Liberty 같은 고급매

장에서 판매했다. 그는 당시 최고의 예술가인 동시에 디자이너

였던 여러 작가들의 다양한 패턴을 블록프린팅 기법으로 제작

했는데, 이 기법은 20세기까지 벽지 인쇄에 보편적으로 사용되

어 왔다. 그리고 이 기법은 20세기 중반에 이르러 사진 감광기

술의 발전으로 인해 보다 쉽게 작업 가능한 실크스크린 프린팅

기법으로 대체되었다. 

2.4. 실크스크린 프린팅을 이용한 천연염색 과정

스크린프린트는 중국 송대(960~12790) 스텐실기법의 한 유

형으로 대두해서 이후 여타 아시아 국가들에서 재료와 방법을

조금씩 달리해서 사용되었다. 18세기에 서유럽에 소개된 이후

실크메쉬(silk mesh)의 감광기술 발전에 힘입어, 그리고 화학섬

유를 이용한 사진감광기법의 스크린 제작 기술에 힘입어 텍스

타일의 산업적 생산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1930년대부터는 예

술가들의 판화 작업 수단으로 등장했고 1960년대에는 앤디 워

홀이 이 기법을 이용해서 예술작품의 대중화를 선도했다. 

스크린프린트는 에칭, 석판, 목판 블록프린트 등 전통적 프

린트기법에 비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압력을 가해

서 프린트하지 않기 때문에 패턴이 오차 없이 재현된다는 점,

둘째, 평면이 아니어도 가능하다는 점, 셋째, 프린트할 바탕의

재질에 따라 다양하게 잉크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이 연구도 서론에서 밝힌 대로 예술공예운동으로 시작된 현

대 텍스타일 디자인의 전통을 20세기에 상용화된 실크프린팅

기법과 결합시켜 환경친화적 디자인을 제작하는 과정을 실험적

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실크스크린 프린트는 단색으로 염색하는 침염과 달리 다색

패턴을 구현하기 위해 피염물에 다양한 색을 순차적으로 적용

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염료를 호료와 혼합시킨 색호를 이용해

서 무늬 윤곽이 번지지 않도록 스크린(Screen)을 만들어 프린

트하는 방식이다. 모리스는 목판을 릴리프로 조각하기 위해 수

공이 많이 필요한 블록프린팅기법을 사용했지만, 스크린 감광

기술의 혜택을 받게 된 20세기 중반 이후의 섬유작가와 디자

이너들은 블록프린팅 대신 실크스크린 기법을 사용해왔다. 이

기법은 각각의 색을 지닌 여러 판형을 순서를 바꿔 프린트함으

로써 동일한 판형들로 다양한 색채 패턴을 구현할 수 있고, 색

의 겹침 현상을 이용해서 최적의 색채 효과도 낼 수 있다. 

현대의 실크스크린 프린트는 작업대 위에 원단을 부착시킨

후 스크린프레임(Screen Frame)을 위에 올려놓고 스퀘지로 색

호를 밀어서 프린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색채 도수에 제약을

받지 않으며 스크린 교체시간이 짧기 때문에 고급제품의 소량

생산에 적합하다. 일반적으로 스케치와 드로잉에 기초한 패턴

을 구상한 후 디자인이 완성되면, 원화를 색상별로 분해해서 투

명필름으로 포지티브필름을 만드는데 심미적 특성을 살리되 프

린트 할 때 기술적 무리가 없도록 할 숙련된 기술이 요구된다.

제도작업에서 디자인의 컬러웨이(color way)를 확인 한 후 색

도의 수, 리피트(Unit-Repeat)의 크기, 원단의 특성과 작업공정

문제를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날염방법과 패턴의 형맞춤을 위

한 포갬과 접합 등 기술적 측면을 고려하면서 탑(Top)방향을

확인하고 문양 배열(lay-out), 패턴의 경사 및 위사 방향을 결정

한다. 색도의 수에 따라 각각 투명필름을 감광 작업해서 스크

린판을 만들어 프린트한 후 건조시켜 증열처리를 하고 수세한

다. 천연염료를 이용한 실크스크린 프린트는 이 과정에서 색호

를 천연염재를 호료와 혼합해서 날염호를 만들어서 작업한다.

천연염료를 이용해서 다양한 색상의 발현이 가능하다(Shin,

2012). 또 천연염료 날염을 위한 호료와 매염제의 상용성, 매염

재의 농도, 증열조건 및 프린트 직물의 염색 견뢰도에 대한 이

론 연구도 마련되어 있다(Jun & Hwang, 2003; Yu & Park,

2010).

3. 실크스크린 프린팅을 이용한 천연염색 

텍스타일 작품의 제작과정과 결과물

작품제작은 전통적 섬유공예기법과 천연염료의 기능성에 관

한 연구(Hwang & Lee, 2013), 자카드실크 교직물 작품제작

연구(Lee, 2014), 텍스타일의 색채표현을 중심으로 한 작품제작

연구(Lee, 2015) 등을 텍스타일 작품제작의 기법에 관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하였다. 작가의 스케치 원안을 미적 측면과 실

용적 측면에서 수준 높은 디자인으로 제작하기 위한 연속된 텍

스타일 디자인 제작에 관한 연구로 자카드실크 교직물의 제작,

실크직물을 침염한 천연염색 효과, 경사, 위사의 재질과 직물조

직의 변환에 의한 텍스쳐 변화에 관한 위의 선행연구를 바탕으

로 하여 자카드실크 직물을 제작하고 실크스크린 프린팅 기법

에 의한 천연염색으로 부분적으로 다른 색채를 구현하는 색채

효과를 적용하며 형태와 색채를 현대의 트렌드에 맞고 미적 가

치를 높일 수 있는 텍스타일 작품을 제작하고자 하였다. 특히

표현력 향상을 위해 자료조사, 디자인 방향 및 재료 결정, 스

케치 디자인의 순서로 작업을 진행했다. 최초의 아이디어 스케

치로부터 시작하고 직물조직과 경사와 위사의 재질, 색채구현,

질감 효과를 고려해서 경사에 흰색의 실크사를 쓰고, 위사로 흰

색의 실크사, 울, 면사, 폴리에스테르사를 사용했다. 염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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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적인 표면 텍스처를 만들기 위해 소량의 폴리에스테르를

위사로 사용하고 무늬의 한 부분은 실크경사와 실크위사로 구

성하고, 다른 부분은 실크경사와 면위사로 구성되게 기획하여

흰색의 이중직 자카드 원단을 제직하고 실크스크린 프린트 원

단으로 사용했다. 2-2. 예술공예운동과 텍스타일디자인의 전통

에 관한 이론적 고찰에서 밝힌 현대 텍스타일 이념을 기반으로

해서 현대적 감각과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프린트 패턴을 위

한 4개의 디자인 모티브를 제작했다. 1) 1900년대 조선시대의

아동전복과 여성 저고리 앞섶에 쓰인 삼각형의 조각바느질 기

법의 모티브를 재구성한 기하학적 추상모티브 2) 사각형을 배

열한 기하학적 추상모티브 3) 침식되어 자연적으로 무늬가 만

들어진 바위를 사진 촬영하여 발전시킨 자유로운 곡선 형태의

추상모티브 4) 구름 이미지의 반구상적 기본 모티브에서 출발

한 단아한 느낌의 추상모티브 등이다 . 

3.1. 자카드 원단 디자인의 제작

자카드 직물의 디자인 제작은 직물구조와 특성 등에 관한 기

존 연구(Weltge, 1993)를 참고해서 소재 결합 및 조직 구성을

기획했다. 직물구조는 이중직 자카드직(Arn-Grischott, 1999)으

로 제작하였다. 자카드 제직을 위한 디자인 모티브는 wood-

block으로 단색 모티브를 제작한 후에 디자인 모티브를 스캔하

여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으로 재정리하였다(Fig. 7). 포토샵

과 일러스트 프로그램으로 1 repeat는 위사방향 11.4cm, 경사

방향 11.4cm 맞추어 재정리한 후 자카드 직조 프로그램인 동

보시스템에서 평직, 변화평직의 이중직 직물조직으로 디자인하

고 직기를 구동시킬 수 있는 정보로 전환시키는 작업 후에 자

카드 고속 직기로 제직하였다(제직:진주 소재 대선실크). 염색

작업 과정에서 이중직으로 만든 패턴의 면이 서로 다르게 염색

되고 위사의 수축으로 부조적인 텍스쳐를 만들기 위해 경사는

흰색의 실크사, 위사는 흰색의 실크사, 면사, 폴리에스테르사를

사용하였다(Fig. 8). 경사 밀도 268본이고 위사 밀도는 166본으

로 하고 염색 후의 위사 수축으로 인한 텍스쳐 변화와 밀도의

변화를 고려하여 위사 밀도는 여러 단계로 조절했다(Fig. 9).

3.2. 천연염재의 추출과 염색 샘플 제작 

천연염재의 추출과 염색 샘플 제작은 선행연구(Hwang &

Lee, 2013)의 실험 방법을 참고했다. 신나무(Amur maple), 쪽

(Indigo), 황련(Barberry root), 소목(Sappan Wood), 오배자

(Gallnut)를 발효방법, 우림방식, 열탕의 방법으로 색소를 추출

하였다. 오배자+쪽+황련은 녹색 계열의 색상을 오배자+쪽은 청

색 계열, 오배자+소목은 적색 계열, 오배자+황련은 황색 계열

의 색상을 얻을 수 있었다. 천연염재의 추출과 염색 샘플 제작

은 선행연구(Hwang & Lee, 2013)의 실험 방법을 참고했다

(Table 1). 

작품의 제작에 쓴 실크스크린 날염 염료는 천연염료 침염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진주 소재의 A사와 천연염료

날염호를 실험한 결과 얻은 것이다. 이 과정에서 몇 단계의 색

채톤을 얻기 위해 염료를 혼합했다. Dark grey는 신나무, 아나

토, 소목으로, Pink는 코치닐, 소목, 황벽, Red Violet은 락, 강

황, 소목, Yellow는 양파, 치자, 대황, Orange는 아나토, 소목,

강황, 코치닐, Blue는 치자청, 코치닐, 신나무, Light Grey는

소목, 미로보란, 심나무, Light Beige는 오배자, 가자, 소목을

썼다. 가공전분과 알긴산소다로 만든 호료에 추출한 염료들을

배합하고 호료와 염료의 구성 비율을 조절해가면서 색채의 농

담을 조절했다. 직접 제직한 자카드실크 교직물에 프린트해서

색채 샘플을 제작했다. Table 2는 그 결과물을 제시한 것인데,

각 샘플마다 동일한 염료를 두 가지 톤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3. 실크스크린 프린팅기법에 의한 천연염색 제품 제작

천연염재의 색상효과와 경사, 위사의 재질 특성과 단직의 실

크직물에 침염한 효과와 이중직의 실크 자카드 교직물에 실크

스크린 프린트하여 직물구조에 따른 염색효과를 확인한 햇다

(Table 1, 2). 단직을 침염하여 각 염재 별로 균일하게 염색되

고 이중직의 실크 자카드 교직물은 실의 특성에 따라 실크사로

구성된 조직부분은 짙은 색으로 면과 울로 구성된 조직 부분에

는 밝은 색으로 염색되어 투톤의 염색 효과를 보였다. 각 제작

품은 핸드 실크스크린 프린팅 기법으로 제작했으며 제직한 흰

색의 자카드 실크 원단을 가공업체에서 정련한 후에 스크린대

위에 펴서 부착시키고 그 위에 스크린프레임(Screen Frame)을

놓고 스퀘지로 색상별로 미리 제조한 색호를 밀어 프린트했다.

날염대 하단부에 레일을 설치하여 매 리핏마다 형 맞춤을 정확

Fig. 7. Jacquard fabric design motif by block

printing, repeat size 11.4×11.4 cm.

Fig. 8. Silk jacquard fabric 1. Fig. 9. Jacquard fabric 2-detail (back face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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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하도록 스크린프레임의 크기에 따라 형틀걸이를 부착하여

이동시켜 조절했다. 원단 25야드를 올 틀어짐이 없도록 정확하

게 부착하고 첫 번째 스크린 프레임부터 첫 번째의 색호를 스

퀘지로 밀어 프린트한다. 1리핏을 프린트하고 1리핏을 건너 띄

어서 프린트하며 원단의 끝까지 작업한다. 완료되면 완전히 건

조한 상태가 되었는지 확인한 후에 다시 돌아와 비어있는 부분

을 프린트하여 첫 번째 색의 프린트를 완료한다. 프린트한 부

분이 건조된 후에 두 번째 리핏을 다음 색호로 프린트한다. 이

작업을 기획한 색도 수대로 작업하여 프린트작업을 완료한다.

이렇게 건조된 상태에서 다음 프린트 작업을 하는 Wet on

Dry 방식으로 프린트했다. 완전히 건조시킨 후에 섭씨 90도의

온도에서 40분간 증열한 후에 수세하였다. 천연염료에 의한 색

의 2톤 효과를 적용하여 미적인 측면에서 디자인의 색채효과

를 높이고 위사의 부분적 수축을 이용한 텍스쳐 효과가 향상되

었다. 침염에 의한 단색의 염색이나 홀치기 기법과 판염으로 침

염하여 무늬를 만드는 방법과 달리 실크스크린 프린트 기법으

로 여러 색으로 구성한 디자인 패턴을 염색하여 고급 직물을

대량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제

Table 1. Natural dyed colour sample (dip dyeing) 

 Indigo  Gallnut Sappan Wood

 Indigo, Barberry root, 

Onion, Gallnut, Sappan 

Wood

 Gallnut, Onion Sappan Wood

Gallnut+Indigo+Barberry 

root
Gallnut+Barberry root Gallnut+Indigo Gallnut+Sappan Wood Gallnut+Barberry root

Table 2. Natural dyed two tone color effects sample (screen printing on jacquard silk)

 

 

 Two tone color effects sample (screen printing on jacquard si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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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전통적인 hand screen printing 기법으로 제작하였으나

machine screen printing 기법으로 제작하여 대량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관한 별도의 후속 연구와 실험이 필요

하다.

Fig. 10은 기하학적 추상패턴의 텍스타일 작품으로 본 논문

저자의 2014년도 제작품이다. 디자인은 조선시대의 아동 전복

과 여성 저고리 앞섶에 쓰인 삼각형 조각의 바느질패턴을 바탕

으로 하였다. 심플한 삼각형의 기하학적 패턴은 동, 서양을 막

론하고 기하학적 모티브로 쓰여 왔다. 기하학적 추상패턴은 아

르데코와 비엔나공방에서도 사용했고, 바우하우스시대의 애니

앨버스와 소니아 들로네를 위시한 현대 디자이너들도 기하학적

패턴을 즐겨 쓴다. 이 작품은 격조 높은 톤을 구사하고 색상의

깊이를 얻기 위하여 다양한 천연염료를 혼합해서 사용했다. 또

호료를 가감하면서 각 색채마다 다양한 명도를 적용했다. 디자

인의 각 면의 색채 배치는 인접색과의 조화 및 대비, 삼각형의

반복 패턴에 따라서 색채의 면적과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삼

각형과 마름모꼴을 기본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를 표현했으며,

색면의 크기와 색의 강도 차이에 따른 색채의 미묘한 역학관계

를 고려했다. 색상은 light beige, light yellow, orange, pink,

light grey, middle grey, dark grey의 색호를 7개의 스크린판

으로 만들어 프린트했다. 무채색과 밝은 유채색 대비와 명도 대

비를 통한 색채의 공간감과 반사광의 경쾌한 리듬감을 표현했

다. Fig. 11은 이것을 넥타이로 제작한 것이다. Table 3은 Fig.

10의 제작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Image 1은 디자인 모티브의

배경자료로 조선시대의 아동 전복(석주선 박물관 소장)의 앞섶

과 조선시대 보자기(숙명여대 박물관 소장)다. 작은 정사각형을

마주보는 대각선으로 잘라서 4개의 삼각형을 만들었고, 이것을

각각 다른 색으로 배색하고 반복해서 사용했다. 이 방식은 조

선시대의 저고리 앞섶이나, 보자기 제작기법에서 쓰는 기법의

하나다. Image 2는 디자인 모티브다. Image 3은 이것을 실크

스크린 프린팅하는 과정이고 image 4는 그 디테일이다. 

Fig. 12는 정사각형의 다양한 배열을 모티브로 삼아 만든 기

하학 패턴의 텍스타일 작품으로 본 논문 저자의 2014년도 제

작품이다. 색상의 면적대비, 명도대비, 채도대비를 계획할 때

dark grey와 orange, light pink, magenta의 대비를 적용했다.

인접 색채면 간의 명도 차이를 다양하게 해서 경쾌한 분위기와

리듬감을 표현했다. 그리고 명도와 채도가 서로 다른 4단계의

붉은색을 써서 유사색 대비를 함으로써 편안한 느낌을 주도록

Fig. 10. Color Reflection 1. Silkscreen printing, natural dyeing on Jacquard

silk fabric. Designed by Ae Ja Lee (2014). 

Fig. 11. Necktie. Designed by Ae ja Lee (2014).

Table 3. Silkscreen printing process 1 

Image 1. 

Source pictures of design motif. 

Image 2. 

Design motif.

Image 3. 

Silkscreen printing process 2.

Image 4. 

Color va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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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또 명도가 낮은 dark grey를 yellow와 대비시키는 방법

으로 시각적 긴장감을 강조했다. 색상은 yellow, orange, light

pink, magenta, dark grey를 사용했으며 큰 사각형 모티브 안

에 자카드 원단의 작은 패턴이 드러나도록 의도했다. 윌리엄 모

리스는 식물패턴의 경우 중심 모티브 배경에 작은 그라운드 패

턴을 배치해서 화면의 깊이와 뉘앙스를 얻었다. 그러나 여기서

는 실크사와 면사를 교직한 이중직 자카드 원단 표면에 8도의

색호로 프린트했다. 특히 실크사와 면사의 흡착력과 염색성 차

이를 이용한 투톤 효과를 구현했다. Fig. 13은 프린트와 후처

리를 거친 이 작품을 넥타이로 제작해본 것이다. Table 4는 프

린트할 때 적용한 8도의 색상 테스트와 색상별 프린트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Image 1은 디자인 모티브이며 Image 2, 3, 4

는 프린트 과정이다. 모티브의 색상이 이중직 자카드 패턴에 따

라 투톤으로 표현되도록 프린트 디자인에서 각 색면을 크게 구

성했다.

Fig. 14는 한국 전통문양에 많이 등장하는 구름을 모티브로

삼은 패턴의 텍스타일 작품으로 본 논문 저자의 2014년도 제

작품이다. 작품으로서, 이 모티브를 자유로운 형태로 발전시켜

서 반 추상화시킨 패턴의 텍스타일 작품으로 본 논문 저자의

2014년도 제작품이다. 것이다. 색채와 선의 배치를 통해 리듬

감과 생동감을 나타내었다. 레드와 청록계열로 보색대비를 했

고 회색을 비롯한 중간색으로 조화시켰다. 색 겹침을 통해 제

3의 톤을 얻도록 의도한 것이다. 산성염료를 사용한 디자인 원

안과 이것을 천연염료로 염색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디자인의

색감을 비교할 수 있었다. 산성염료는 색호의 겹침 부분이 어

떤 색으로 나타날지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는 반면, 천연염료

는 예측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점은 천연염료를 이용한 디자인의 단점이기도 하지만 의외의

색채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일 수도 있다. 특히 천연염료는

친환경적일뿐만 아니라 산성염료와는 달리 시각적 거부감이 없

는 격조 높은 색감을 만들어내는 장점이 있다. Fig. 15는 오간

자(organza)실크 원단에 프린트한 후 드레스로 제작한 것이다.

오간자는 경사와 위사가 가는 직물로서 조직의 밀도가 낮기 때

문에 염료가 조직의 틈새로 빠져나가는 성질이 있다. 따라서 동

일한 색호를 사용한 자카드직물에 비해서 염착률이 낮다는 것

을 감안해야 한다. 또 오간자의 경우 후처리 증열과정과 수세

Fig. 12. Color reflection 2. Silkscreen printing, natural dyeing on

Jacquard silk fabric. Designed by Ae Ja Lee (2014).

Fig. 13. Necktie. Designed by Ae Ja Lee (2014).

Table 4. Silkscreen printing process 2

Image 1. 

Design motif.

Image 2. 

Silkscreen printing process 1.

Image 3. 

Silkscreen printing process 2.

Image 4. 

Printing process color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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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색의 번짐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형태의 윤곽이 부

드러워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Table 5의 Image 1은 프린

트 모티브를, Image 2는 프린팅 과정, Image 3은 프린팅 디테

일을, Image 4는 리피트샘플을 제시한 것이다. 

Fig. 16은 자연을 소재로 제작한 디자인이다. 변산반도에 있

는 채석강에서 파도의 침식작용으로 만들어진 바위 표면의 무

늬를 사진촬영 한 후 컴퓨터그래픽 작업으로 디자인 모티브로

제작하였다. 제작 의도는 세월의 흔적을 추상적 패턴으로 변용

Fig. 14. Color Reflection 3. Silkscreen printing, natural dyeing

on Jacquard silk fabric. Designed by Ae Ja Lee (2014). 

Fig. 15. Dress. Designed by Ae ja Lee (2014). 

Table 5. Silkscreen printing process 3 

Image 1. 

Source picture and design motif.

Image 2. 

Silkscreen printing process 1.

Image 3. 

Silkscreen printing detail.

Image 4. 

Printing process repeat sample. 

Fig. 16. Color reflection 4. Silkscreen printing, natural dyeing on

Jacquard silk fabric. Designed by Ae Ja Lee (2014).

Fig. 17. Scarf. Designed by Ae Ja Le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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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였으며 본 논문 저자의 2014년도 제작품이다. Fig.

17은 스카프로 제작한 예다.

Table 6의 Image 1은 모티브 사진이다. Image 2는 이 모티

브디자인을 다음 작업 단계인 실크스크린 프린팅을 위해 제작

한 필름이다. Image 16은 색의 번짐 현상을 막기 위해서 리피

트를 하나씩 건너 띄는 방식으로 프린트하는 과정이다. 건너 띄

면서 프린트한 부분들을 먼저 건조시킨 후에 그 사이에 있는

나머지 부분들을 프린트하는 과정이다. 색이 겹쳐지는 부분은

혼색이 되면서 제3의 색상이 생기는데, 감산혼합 방식의 산성

염료와는 달리 예상하지 못한 색채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4. 결 론

디자이너가 선택한 기법은 디자이너 자신의 미적 기준과 취

향을 일차적으로 반영한다. 제작 기술과 제작 환경도 기법 선

택에 영향을 끼친다. 이 연구는 19세기 중후반에 시작된 현대

텍스타일 디자인의 조형적 전통과 20세기 이후 보편화된 실크

스크린 기법을 결합시킨 것이며, 천연염료를 사용한 실크스크

린 기법으로 텍스타일 디자인을 제작함으로써 윌리엄 모리스의

환경친화적인 디자인 이념을 현대적으로 적용해본 것이다. 그

결과 현대 텍스타일 산업 현장에 활용 가능한 디자인 시제품을

만들어 봄으로써 실용성, 심미성, 산업생산의 가능성을 겸비한

디자인의 기획 및 제작과정의 모델을 마련해보았다. 

먼저, 천연염료를 사용한 윌리엄 모리스의 친환경 디자인 이

념을 검토했고, 모리스의 이념을 계승한 19세기 영국 예술공예

운동의 정신과 근현대 텍스타일 디자인의 전통을 이론적으로

고찰했다. 

다음으로, 텍스타일 디자인의 이 전통을 살리면서도 현대 텍

스타일산업 현장에서 대량생산이 가능한 친환경 디자인의 제작

을 시도했다. 특히 친환경적인 천연염색 기법을 활용해서 디자

인의 조형성과 미감을 제고할 방법을 제시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리고 디자인 의도에 부합하는 천연염료와 실크스크

린 기법을 사용해서 4개의 디자인 작품을 만들고 분석했다. 

본 연구는 친환경적이면서도 대량생산이 가능한 디자인 제

작을 위한 것이다. 첫째, 대량생산이 가능한 자카드원단을 직접

디자인해서 경남 진주의 대선실크에서 제직했다. 둘째, 전통적

공예미를 살리기 위해 천연염료와 핸드 실크스크린 기법을 써

서 텍스타일 디자인의 시제품을 제작했다. 천연염색에 쓴 색호

는 경남 진주에 있는 율산실크에서 색호를 제작 실험해서 만든

것이다. 이러한 핸드스크린기법은 향후 기계날염의 설비를 갖

춘 공장에서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제작 과정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색채계획을 세운

후 재료의 특성과 직물 조직에 관한 연구를 참조해서 자카드

직물을 제직했다. 둘째, 여기에 천연염료를 사용한 핸드 실크스

크린 프린팅을 했다. 제작 과정에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물 조직 구성에 변화를 주어 염색 후 색상을 투톤

(two tone)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천연염료에 대

한 염색반응이 각기 다른 실크와 면을 이중직으로 제직해서 염

색한 결과 각 섬유의 재질에 따라 색채가 달리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이중직의 실크 자카드 교직물은 실크사로 구성된 조

직부분은 짙은 색으로 면과 울로 구성된 조직 부분에는 밝은

색으로 염색되어 투톤의 염색 효과를 보였다. 그리고 천연섬유

의 특성과 합성섬유의 특성을 이용한 교직을 염색함으로써 새

로운 텍스쳐를 얻을 수 있고, 실용성과 예술적 표현의 가능성

이 높아지는 것을 가시적으로 확인했다. 

둘째, 천연염료로 날염을 하면 침염과 달리 다양한 패턴과

색채의 표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실크스크린 프린

트에 천연염료를 사용하면 화학염료를 사용할 때보다 까다롭고

계획에 따른 색채 구현은 어렵지만, 그 반면 다양한 변화를 얻

을 수 있었다. 매염제에 따라 증열처리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

문에 이에 관한 다양한 추가 실험을 통해 경험적 데이터를 축

적해나갈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셋째, 천연염료를 사용한 패션, 인테리어 섬유 등 친환경 소

품디자인의 대량 생산 가능성을 확인했다. 

넷째, 천연섬유의 재질적 특성과 폴리에스테르와 같은 합성

섬유의 재질적 특성을 동시에 활용한 자카드 직물을 제직해서

Table 6. Silkscreen printing process 4 

Image 1. 

Design motif.

Image 2. 

Silkscreen film.

Image 3. 

Silkscreen printing detail.

Image 4. 

Printing process repeat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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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크프린팅을 한 결과, 표면 특성이 다양한 직물에 실크프린팅

을 하면 부조효과가 있는 입체적 텍스쳐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특성이 서로 다른 원사를 교직해서 제직한

자카드 교직물에 천연염료로 프린팅을 하면 화학염료를 쓸 때

와 달리 색채의 농담 차이에서 비롯되는 투톤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본 연구에서는 천연염료를 디자인 제작에 활용해서 텍스타

일 디자인의 예술적 표현력을 제고하고 색채효과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작품을 제작하였다. 그 결과 현대 텍스타일

디자인의 흐름과 20세기 이후 상용화된 실크스크린 기법을 결

합시킴으로써 대량생산 시스템의 현대 텍스타일 산업에 디자인

의 예술성을 보다 쉽게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래

서 현대 텍스타일 디자인의 초석을 놓은 윌리엄 모리스의 디자

인 이념과 그것을 확산시킨 예술공예운동과 그 이후 현대 텍스

타일 디자인의 전개과정을 먼저 살펴보았다. 작품 제작 과정에

서는 실크제직회사와 협력했으며, 천연염료의 재료 특성 연구

(Shin, 2012), 천연염료를 이용한 호료와 매염제의 상용성 연구,

매염제의 농도, 증열조건 및 날염직물의 염색 견뢰도에 관한 연

구(Jun & Hwang, 2003), 자카드 직물의 친환경 디자인에 관

한 연구(Hwang & Lee, 2013), 자카드 교직물의 부조효과에

관한 연구(Lee, 2014) 등 선행연구들을 활용했다. 

향후 디자인의 제작과정과 기법에 관한 후속 연구가 계속 필

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텍스타일 산업에 디자이너의 역량을 활

용하려면 천연염료의 색상을 계획한대로 구현하기 위한 염료

및 염호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할 것이며, 섬유와 염료의 물

리적, 화학적 성질에 대한 지속적 연구가 산학협력 차원에서 지

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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