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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염색 한지직물을 활용한 문화상품 제작(Ⅱ)

Making of Cultural Products Using Hanji-Fabric Naturally Dyed(Ⅱ)

정진순

Jin Soun Jung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천연염색 재료로 염색한 한지직물을 활용하여 모자 두 개와 노트북 가방을 문화상품으

로 개발․제작하였다. 그를 위하여 첫째, 우수한 내구성과 기능성을 가진 우리나라의 전통 한지로 만들어진 한지직물

을 문화상품 개발을 위한 소재로 선택하고, 둘째, 그것을 천연염색 재료인 쪽으로 푸른 색, 떫은 감물로 갈색, 홍화에

의하여 붉은 색, 황벽으로 노란 색 그리고 자근으로 자주색으로 염색하였다. 셋째, 문화상품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모

자와 노트북 가방을 디자인하였다. 넷째, 디자인한 모자와 노트북 가방의 패턴을 제작하고, 그것에 따라 다양한 색으

로 천연염색한 한지직물을 재단․봉제하여 완성한 두 개의 모자와 노트북 가방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천연염색 재료, 천연염색, 한지직물, 문화상품

Abstract In this study, two hats and a laptop bag were developed and produced as cultural products by using 
Hanji-fabrics dyed with various natural dyeing materials. First of all, for the cultural product development, I 
selected Hanji-fabric which made with traditional Korean paper with excellent durability and functionality. 
Secondly, it was dyed blue with indigo, brown with green persimmon juice, red by safflower, yellow by amur 
cork and purple by gromwell root. Third, two hats and a laptop bag were designed. Fourth, according to the 
designs, patterns of two hats and a laptop bag were made. And then two hats and a laptop bag were finished 
by cutting and sewing Hanji-fabrics dyed in various colors.

Key words :  Materials for Natural Dyeing, Natural Dyeing, Hanji-Fabric, Cultural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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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표현한다. 문화 자체는

자국의 국제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중요한 매개체 중의

하나이다[1]. 즉, 문화라는 키워드는 고부가가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 등의 하나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자국의문화를산업으로연결시켜다

양한분야의문화상품을개발하여많은외화를벌어들이

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문화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

면서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공연 전통공예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시도가 보이고 있다[2]. 그러나 선진국

문화의 답습이 아닌, 우리나라 고유의 정체성을 살린 고

부가가치 문화상품 개발이 절실하다. 또한 현대사회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국경을 초월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었고, 각국의 국가 경제가 하나의 세계 경제로

통합되면서 한 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상품을 개



Making of Cultural Products Using HanjiFabric Naturally Dyed(Ⅱ)

- 106 -

발하는 것이절실히 요구된다[3]. 특히 한류와더불어최

근우리나라를방문하는외국인관광객의수가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오천년 역사의 우수한 전통 문화를 상

품화하여 그 우수성을 세계에 알려야 한다. 그러나 현재

시판되고있는문화상품은실용성과대중성을갖춘다양

한상품이미흡한실정이다[4].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자

연주의가 근본을 이루는 문화 속에서 생활해 왔다. 지나

치게 기교를 부리지 않고 자연 그대로를 이용하여 조형

을 만들어왔으며,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문화 속에는 늘

자연의 미가 풍겨져 나온다[5]. 천연염색은 천연의 식물

이나 광물에서 색소를 추출하여 염색하는 것으로, 생태

적이고 친환경적일뿐만 아니라 항균, 소취, 항알러지, 자

외선차단 및 항암성 등의 약리효과도 뛰어난 것으로 알

려져 있다[6-10]. 또한 천연염색은 화학염료에서는 얻기

어려운은은하고차분하며 깊이 있는색감을 얻을수 있

기 때문에 특별한 배색조화를 하지 않아도 잘 어울리며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준다[11]. 따라서 천연염색에 의한

직물은 자연스러움을 추구한 우리 민족의 정서를 잘 표

현할 수있으므로 문화상품개발을위한 매우 적합한 소

재하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전

통문화중하나인천연염색을통하여자연스러움을추구

하는 우리 민족의 정서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전보[11]에 이어서 한지직물을 문화상품 개발을 위

한소재로선택하고, 그것을쪽, 떫은 감물, 홍화, 황벽및

자근 등으로 천연염색하여모자 두개와노트북가방을

제작하여 제시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실험재료

1) 한지직물

서울에 소재한 광장시장 내, 태림상회에서 구입한 한

지직물을 정련한 다음, 염색에 사용하였다.

2) 천연염색 재료

쪽 분말, 떫은 감 물, 홍화, 황벽 및 자근 등의 천연

염색을 위한 재료는 안동에 소재한 쪽빛아침에서
구입하여 염색에 사용하였다.

2. 실험방법

1) 추출 및 염색

쪽 염색:  쪽 잎과 줄기에 그 5배량의 물을 부어 48

시간 두었다. 그런 다음, 쪽 잎과 줄기는 제거하고, 쪽

물을 걸러내었다. 걸러낸 쪽 물에, 추출에 사용한 쪽 잎

과 줄기의 0.8%에 해당하는 조개가루를 넣고 세차게

저어주었다. 쪽 물이 검푸른 색이 되면 젓는 것을 멈추

고 24시간 그대로 두었다. 그런 다음, 윗물은 버리고 아

래의 가라앉은 앙금은 모아 분말이 되도록 물기를 제거

하여 말려주었다. 이로 인하여 쪽 염색을 위한 쪽 분말

이 얻어졌다. 40℃의 물 6ℓ에 쪽 분말 50g을 넣었다.

여기에 탄산칼륨 100g을 조금씩 넣어가면서 교반하였

다. 그런 다음 하이드로술파이트 100g을 덩어리지지 않

도록 조금씩 넣어가며 녹였다. 쪽 물의 색이 녹색이 되

면 염료가 환원된 것이므로 염색이 가능한 액이 되었

다. 이 액을 발효 쪽의 염색액으로 사용하였다. 액비

1:50의 발효 쪽의 염색액에 한지직물을 넣고 골고루 주

물러가며 10분 동안 염색하였다(천은 녹색을 띤다.). 이

때 한지직물이 염색액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후 한지직물을 염색액 속에서 꺼내어 5분 정도 산화

과정을 거친 다음 충분히 헹구어(천은 점차 파란색으로

변해간다.) 건조하였다. 이 과정을 3번 반복하였다.

떫은 감 염색: 떫은 감을 즙을 내어, 평균 온도 4℃

를 유지한 저온 창고에 10개월 동안 저장한 것을, 물로

두 배 희석하여 염색액으로 사용하였다. 액비 1:50의 염

색액에 한지직물을 넣고 10분 동안 전통적인 방식으로

손으로 골고루 주물러준 다음, 짜서 건조하였다. 이 과

정을 3회 반복하였다.

홍화염색: 고운 주머니에 홍화 200g을 넣은 다음, 이

것을 물 3500㎖에 넣고, 황색 색소가 제거될 때까지 주

물러 주었다. 황색 색소가 제거된 홍화를, pH 11로 조

정한 탄산칼륨 수용액 3500㎖에 넣고 주물러 주면서 홍

색 색소를 우려내었다. 우려 낸 홍색 색소의 액에 초산

을 첨가하여 pH 5로 조정하였다. 이것을 염색액으로 사

용하였다. 액비 1:50의 염색액에 한지직물을 넣고 상온

에서 골고루 주물러 주면서 30분 염색하고, 물로 헹구

어 건조하였다.

황벽 염색: 전보[11]에서와 같이 말린 황벽을 추출용

용기에 넣고 그 10배량의 물을 부었다. 그런 다음 열을

가하고 끓기 시작해서 20분 동안 추출, 여과를 2회 반복

하였다. 1～2회째의 추출액을 합하여 염색액으로 사용

하였다. 액비 1:50의 염색액에 한지직물을 넣고 90℃를

유지하면서 30분 동안 염색한 다음 수세, 건조하였다.

자근 염색: 전보[11]에서와 같이 말린 자근을 추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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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에 넣고 그 20배량의 메탄올을 첨가하였다. 그런

다음 상온에서 24시간 추출, 여과를 2회 반복하였다.

1～2회째의 추출액을 합한 액에, 그 약 5배량의 물로

희석한 것을 염색액으로 사용하였다. 액비 1:50의 염색

액에 한지직물을 넣고 상온에서 30분 동안 염색한 다음

수세, 건조하였다.

3. 문화상품디자인

쪽, 떫은 감물, 홍화, 황벽 및 자근 등으로 전통

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천연염색한 푸른 색, 갈색,

붉은 색, 노란 색 그리고 자주색 등의 다양한 색상

의 한지직물로 모자 두 개와 노트북 가방의 문화

상품을 제작하였다.

컴퓨터 디자인 프로그램인 아보드 일러스트레이터

10.0을 이용하여, 그래픽 디자인 작업한 것을 표1에 나

타내었다. 모자1은 차양(brim)이 좁고 윗부분이 납작한

여성용 모자인 카노티에(canotier)를 디자인한 것이다.

모자 전체는 홍화로 염색한 분홍색의 한지직물을 사용

하였고, 띠(band)는 분홍색과 유사색상인 자근으로 염

색한 자주색을 사용하여 편안한 이미지를 부여하였다.

또한 그 띠에 펠트로 꽃 장식을 달아 장식적인 효과를

주었다. 큰 꽃의 경우, 분홍색의 꽃잎 위에 연보라색의

꽃잎을 얹고 초록색실로바느질하여 고정한 두 장의 꽃

잎을 분홍색의 비즈로 꽃잎 주변을 장식한 흰색의 꽃잎

위에 놓았다. 그 위에 분홍색 실로 꽃잎 주변을 바느질

한 자주색 꽃잎과 하늘색 및 흰색의 꽃 심을 놓았다. 하

늘색 꽃 심 둘레를 노란 색 둥근 비즈를 꿰매어 장식하

였다. 꽃 심 위에 단추를 꿰매어 고정하여 완성하였다.

작은 꽃은 보라색의 꽃잎 위에 연보라색의 꽃잎을 얹고

초록색 실로 바느질하여 고정하였다. 그 위에 보라색 실

로 꽃잎 주변을 바느질한분홍색 꽃잎과 하늘색 꽃 심을

놓았다. 꽃 심 둘레를 노란 색 둥근 비즈를 꿰매어 장식

하였다. 꽃 심 위에단추를꿰매어 고정하여 완성하였다.

그리고 큰 잎사귀의 경우, 초록색의 비즈로 장식한 짙은

잎사귀를 초록색의 잎사귀에 얹고 공그르기 하여 두 장

의 잎사귀를 고정하였다. 그 위에 나무막대 모양의 비즈

와 분홍색 및 노란 색의 둥근 비즈로 장식한 분홍색 잎

사귀를 놓고 공그르기 하여 완성하였다. 작은 잎사귀의

경우, 짙은 초록색의 비즈로 장식한 초록색의 잎사귀를

짙은 초록색의잎사귀에 얹고 공그르기 하여 두 장의 잎

사귀를 고정하였다. 그 위에 나무막대 모양의 비즈와 분

홍색 및 노란 색의 둥근 비즈로 장식한 분홍색잎사귀를

놓고 공그르기 하여 완성하였다. 모자2는 차양이 넓은

햇빛 가리개용 모자인 바이저(visor)를 디자인한 것이

다. 겉감은 자근으로 염색된 자주색의 한지직물을, 안감

은 쪽으로 염색한 푸른색을 사용하여 산뜻함을 주었다.

그리고 모자의 통(crown)부분에 우리나라 전통매듭을

활용하여, 매화매듭[12-14]과 도래매듭[12-14]으로 매듭

을 지은 끈을 달아 장식적인 효과를 주었다. 또한 차양

오른 쪽의 트임을 준 부분에도 도래매듭과 매화매듭을

응용하여 장식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통풍 등의 기능적

인 효과를 부여하였다. 노트북 가방은 우리나라 전통적

인 보자기를 응용하여 디자인한 것으로, 홍화로 염색한

분홍색과 황벽으로 염색한 노란색으로 인하여 화사함을

주었다.

표 1. 문화상품 디자인

Table 1. Designs of Cultural Products

제품 그래픽 디자인

모

자

1

(띠 장식용 꽃과 잎사귀)

2

(모자 통 장식용 매듭)

노트북

가방

Ⅲ. 연구결과

1. 제작과정 및 결과물

1) 모자1

재료: 겉감-한지직물(분홍색: 홍화 염색), 안감-견(분

홍색: 홍화 염색), 띠 천-견(자주색: 자근 염색)

만드는 방법: 그림 1을 참조해서 시접을 포함하여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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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자른다. 안감의 통 두 장을 겉감끼리 마주대고 양 옆

의 완성선을 박는다. 시접은 가른다. 안감 모자 통 겉에

안감 통의 짧은 면의 겉을 마주대고, 완성선에 맞추어

박는다. 시접은 아래로 내린다. 안감의 차양 두 장을 겉

감끼리 마주대고 양 옆의 완성선을 박는다. 시접은 가른

다. 안감의 통 겉과 안감의 차양 겉을 맞대고 완성선을

박는다. 이 때 10㎝ 정도의 창구멍을 남긴다. 겉감도 안

감과 마찬가지로 박는다. 그러나 겉감의 통 겉과 안감의

차양 겉을 맞대고 박을 때 창구멍을 남기지 않는다. 모

자 안감의 겉에 모자 겉감의 겉이 맞대어지도록 포갠 다

음, 완성선을 박는다. 안감의 창구멍으로 뒤집은 다음,

안감의 창구멍을 공그르기 한다. 모자의 차양 끝을 눌러

박는다. 띠의 천을 반으로 접고 창구멍을 남기고 완성선

을 박은 다음 겉으로 뒤집고 창구멍은 공그르기 한다.

마지막으로 펠트로 만든 꽃 장식을 달아 완성한다(작품

1).

통

차양(겉감과

안감 각 1장)

윗부분 옆

부분(겉감

과 안감 각

1장)

겉감 안감

9

  6

띠

그림 1. 전개도

Figure 1. Drafting

작품 1. 모자1

Work 1. Hat1

2) 모자2

재료: 겉감-한지직물(보라색: 자근 염색), 안감-면(파

란색: 쪽 염색), 매듭-매화매듭, 도래매듭

만드는 방법: 그림 2를 참조해서 시접을 포함하여 천

을 자른다. 두 조각의 차양의 겉과 겉을 마주대고 박는

다. 시접은 가름솔로 처리한다. 차양 겉감의 안쪽에 심

지를 얹어 고정한다. 차양의 겉감의 겉과 안감의 겉을

마주대고, 그 사이에 매듭이 놓일 부분에 매듭을 넣어

완성선을 따라 박는다. 안감의 통 겉과 안감의 차양 겉

을 마주대고 완성선을 박는다. 겉감도 안감과 마찬가지

로 박는다. 통 윗면의 겉감과 안감의 시접을 안으로 접

어 넣고 겉에서 눌러 박는다. 매듭을 통 겉면에 얹어 고

정한다. 통 부분에 끈 조절 고리를 끼워 완성한다(작품

2).

통 (겉감과 안감 각 1장)
차양 (겉감과

안감 각 1장)

  4

  1

10.5

그림 2. 전개도

Figure 2. Drafting

작품 2. 모자2

Work 2. Hat2

3) 노트북 가방

재료: 겉감-한지직물(노란색: 황벽염색, 분홍색: 홍화염

색), 안감-한지직물(노란색: 황벽 염색), 끈-한지직물(분홍

색: 홍화염색), 끈통과천-한지직물(갈색: 떫은감물염색)

만드는 방법: 최[15]의 방법에 의하여, 그림 3을 참조

해서 시접을 포함하여 천을 재단한다. 그림 3의 겉감 배

치도에서와같이네 조각의겉감 천을 박아 겉감을 만든

다. 겉감의 겉과 안감의 겉과 마주대어 끈을 통과할 구

멍과 창구멍을 남기고 박은 다음 겉으로 뒤집는다. 창구

멍은 공그르기 한다. 두 장의 끈의 천을 겉과 겉을 마주

대고 창구멍을 남기고 박은 다음 겉으로 뒤집고 창구멍

은 공그르기 한다. 본체에 끈을 끼워 박은 다음, 끈 통과

천을 본체에 대고 바느질하여 완성한다(작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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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감

배치도
안감

끈

통과 천
끈( 두 장)

65

65

65

65

9

18
4

4

65

그림 3. 전개도

Figure 3. Drafting

작품 3. 노트북 가방

Work 3. Laptop bag

Ⅳ. 결론

현대는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

는 글로벌 시대이다. 그러므로 오천년의 역사를 가진 우

리나라의 우수한 문화유산에 바탕을 둔 현대적이고 독

창적인 이미지를 가진 디자인을 개발하고, 이를 상품화

하여 국가 경쟁력을 갖춘 문화상품의 개발과 육성이 절

실히 요구된다. 그를 위한 일환으로 전보[12]에 이어서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적이고, 내구성이 우수한 한지로

만들어진 한지직물을 문화상품 개발을 위한 소재로 선

택하였다. 그것을 쪽으로 염색하여 푸른색으로, 떫은 감

물로 염색하여 갈색으로, 홍화에 의하여 붉은색으로, 황

벽을 사용하여 노란색으로 그리고 자근으로 염색하여

자주색 등의 다양한 천연염색 한지직물을 얻었다. 그것

을 활용하여, 디자인한 두 개의 모자와 노트북 가방의

패턴에 따라 재단, 봉제하여 제작하였다. 그 결과, 천연

염색에서 얻을 수 있는 낮은 채도의 튀지 않은 색상이

서로 배색조화를 이루어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한지직물이 천연염색과 잘 어우러져 소박

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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