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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타일중실크가최고이다. 실크의가치는실크로드교역루트로거슬러올라갈수있으며, 실크는

교역대상품목의30% 이상을차지했다. 교역루트는지중해에서부터고비사막을가로질러중국으로

연결되었다. 실크로드는수백년지속되었고, 가장유명한무역업자는베니스의마르코폴로(1254~1324) 다.

마르코폴로의재산에는실크문직물과금을비롯한귀중한의류원단이많이있었다고상속물품목록에

기록되어있다. 마르코폴로는말년에‘세계의이모저모’라는저서에서자신의여행담을과장하여발간했다.

죽을때침상에서“내가본것의절반밖에얘기하지못했다.”고목사님께고백했다는얘기가자주인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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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타일과트리밍의역사

텍스타일과트리밍산업은오랫동안자리잡고, 농작물을경작하고, 가축을키웠던농경사회와함께시작

되었다. 아마, 면, 양모는 5000년전부터사용되었던 3대텍스타일섬유이다. 역사적정보, 신화, 사실에따

르면 중국의 황후가 기원전 2700~2600년에 실크섬유를 발견했다고 전해진다. 실크 생산, 즉 양양잠잠업업

(sericulture)은철저히보완되었기때문에이를둘러싼간첩활동얘기가전해진다.

고고학적으로볼때나뭇가지나잎또는풀을엮어서둥지를만들었던것이최초의텍스타일일것이다.

후에그지역에서자생하는면이나마섬유를엮어의복을만들어신체를보호하거나장식하기위하여사용

했다.

18~19세기까지섬유를만들고제직하는과정은가내수공업으로이루어졌으나, 산업혁명이후가내수

공업에서공장생산으로이양되었다. 

발명가 2명이 텍스타일의 대량생산에 중추적 역할을 했다. 텍스타일 기계공이었던 사무엘 슬레이터

(Samuel Slater)는 국에거주하면서면방직공장계획을머릿속에기억해두었다. 자신을농부로속이고

로드아일랜드지역으로불법이민을시도했다. 국법으로금지되었는데도불구하고 1791년에그는자신

의기억을기초로방직기를재제작했다. 슬레이터는공장체계에서선구적역할을하여산업혁명의아버지

로데뷔했다. 1793년에엘리휘트니(Eli Whitney)는목화씨와린트를분리시키는톱니형조면기를개발하

다. 이기계를발명한결과 국내면생산량이 1790년에는 3,000베일에불과했는데 1835년에는 100만베

일로증가했다.   

3세기경에손뜨개가등장했으며, 1589년에윌리엄리(William Lee)가편물기를발명할때까지수공예로

작업이이루어졌다. 편성물은직물에비하여생산속도가빠르기때문에가격이저렴해서편성물이널리사

용되었다. 

16세기이전부터브레이드와좁은폭의레이스가부분적으로만들어졌으나, 16세기이후레이스제작기

술, 손으로뜬레이스, 바늘로뜬레이스등이전적으로도입되었다. 농부부인들이레이스를떠서교회에

주고수수료를받거나어린이에게기술을전수할수있는작업장을수도원에마련하면서수녀들이레이스

산업을육성했다. 1937년에존레버(John Lever)는레이스기계를만들어레이스를대량생산할수있는길

을마련했다. 

역사적으로볼때미국텍스타일산업은젊은여성과소수민족의노동력을기반으로형성되었다. 미국

식민지시대의텍스타일산업은제직과레이스제작기술을가진이민자들이유입되면서성장하 다. 봉제

기술을가진이민자들은보수를적게받고작업환경이나쁜경우도있었지만쉽게직장을얻을수있었다.

봉제기술을가진남부지역노예들은야외에서고된일을하지않고농장에서작업시키기위하여선발되었

다. 1865년노예제도가폐지된이후과거가정에고용되었던노예들은북부에있는텍스타일공장, 의류나

모자공장에고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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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타일개론

텍스타일공장의발달은패션액세서리산업의발달과관련이크다. 면, 양모, 아마, 견등은패션액세서리

상품에서광범위하게, 때로는독점적으로사용된다. 예를들면, 스타킹과양말은모든식민지이주자에게

필수품이었다. 부유층은실크를사용하 고, 기타다른계층에서는면이나양모를사용했다. 모자는면칼

리코보닛부터리본, 망, 깃털등으로장식된실크모자에이르기까지빼놓을수없는품목이었다. 또텍스

타일원단으로만든장갑, 숄, 지갑, 여행용가방과같은액세서리품목은미국텍스타일산업을발달시켰

다.

1) 섬유소섬유

패션액세서리소재로사용되는섬유소섬유에는면, 아마, 대마, 황마가있고, 식물에서채취한다. 면섬유

는종자에서채취하고아마, 대마, 황마는식물의줄기내부에서채취한다. 면면(cotton) 섬유는면캔버스천

으로만든손가방과태피스트리로만든여행가방부터스포츠용양말, 네커치프, 손수건, 스카프, 모자등

과같은다양한액세서리를만드는데사용된다. 아아마마(linen)는사용범위가좁아여름용신발과가방을만드

는데사용되고, 대대마마(hemp)와황황마마(jute)는아마보다밧줄과같이거칠기때문에여름용샌들이나패션장

신구제작에사용된다.  

2) 단백질섬유

단단백백질질섬섬유유(protein fiber)는동물에서채취한다(양에서양모를얻고누에고치에서견을얻는다). 액세서리

에사용되는단백질섬유에는파시미나(캐시미어나캐시미어와견혼방), 양모, 견, 가죽, 모피등이있다.

파파시시미미나나(pashmina)는인도히말라야산에사는카프라스산양의복부에서채취한다. 가장잘알려진파시

미나액세서리에는고가의우아한숄이있다. 제10장에파시미나의원류에대한정보가있다. 양양모모(wool)

섬유는모든종류의액세서리제작에사용된다. 양모로만든겨울용모자, 스카프, 장갑등다양하며, 가장

자리에술이달린격자무늬양모스카프는겨울용액세서리로꾸준히사용되는상품중하나이다. 

견견(silk) 섬유는우아한모자부터양말과장갑에이르는많은액세서리로옛날부터사용되었다. 오늘날

중저가액세서리는폴리에스테르와나일론극세섬유로만든유사실크로만든다. 이유사실크는견과비

슷한외양과감각을주지만, 가격이낮다. 견은파시미나숄, 여성용패션스카프, 남성용타이와같은고가

품을생산한다. 가가죽죽(leather)과 스스웨웨이이드드가가죽죽(suede leather)은보통섬유로취급되지않지만, 핸드백, 여행

용가방, 장갑, 신발, 벨트, 기타개인용휴대품과같은패션액세서리소재로사용되는천연단백질텍스타

일이다. 제4장에서가죽제품산업에대하여전문적으로논의한다. 가죽조각이남으면갈기갈기찢어서

낮은가격대의가죽텍스타일로재구성하는데이렇게하면가죽의내구력을잃게된다. 이제품에는분말로

만든 가죽(ground leather), 분해한 가죽(pulverized leather), 채 썬 가죽(shredded leather), 재구성한 가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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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지역에서 재배되는 대마 섬유를 처음 사용한 시

기는 중국에서 기원전 2300년으로 추정된다. 대마는 해

발 8,000피트 이상 고지대부터 고온에 이르는 다양한

온도에 잘 적응한다. 대마는 짙은 황갈색이며 식물의 줄

기 내부에 다발로 성장하는 짚 또는 갈대 같은 섬유이

다. 대마 섬유는 거칠은 아마와 비슷하며 천연 섬유 중

강도가 가장 강하다. 대마 섬유는 마크라메와 같이 예술

적으로 매듭을 지어 패션 주얼리(목걸이, 팔찌, 발 찌)로

사용된다. 대마를 땋아 만든 브레이드를 캐주얼 구두축

에사용하고화장품으로도사용한다(대마씨기름).

미국에서는 1937년 이후(1942년부터 1945년은 제외)

산업용으로 대마를 재배하는 것을 불법으로 금지하 으

나,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전쟁으로 인하여 일본산 대마

를 얻을 수 없어 기근이 들자 정부에서는 밧줄과 낙하산

용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농부들에게 권장했다. 정부에

서는‘‘승승리리하하기기 위위한한 대대마마’’라는 화를 제작하여 대마 재

배를통하여얻을수있는혜택을판매했다.

법률 입안자들은 대마는 마리화나와 비슷하기 때문에

마약 재배자들이 대마와 함께 마약을 재배하여 마리화

나를 근절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998

년 캐나다에서 대마 재배를 합법화했던 것처럼 미국 농

부들은 대마 재배를 합법화하기 위하여 의회에 로비하

고있다.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일부 회사에서는 대마 제

품을 생산하고 있다. 디프 이(Deep E)라는 생태학적 구

두를제조하는회사에서는남녀캐주얼구두를환경친화

적으로 생산하고 대마와 같이 독성이 없는 재료를 사용

한다. 이 회사의 창시자 줄리 루이스(Julie Lewis)는“대

마는 면보다 3배, 내마모성은 2배 강하고, 곰팡이와 박

테리아에 본질적으로 내성이 있다.”고 설명하 다. 그리

고 대마는 재배과정에서 독성이 있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도되는재사용이가능한소재이다.

1990년대 후반에 아디다스에서는 30,000켤레의 운

동화부품으로대마를사용했다. 

이지 스미스(E.G. Smith)사에서 개발한 양말용 대마

는 경이로운 섬유라 하면서 고객을 유인했다. 1999년에

회사 대표 라우리 말렛(Laurie Mallet)은“대마는 생태

학적으로 건강하고, 살충제가 필요없고, 본질적으로 곰

팡이와땀에내성이있고, 염색도잘된다.”고설명했다.

미국 정부에서 대마 섬유 재배를 금지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패션액세서리용수입대마는지속적으로유행

된다. 캘빈 클라인과 조지오 아르마니 같은 유명 디자이

너는 최근 들어 자신의 컬렉션에 대마 디자인을 제공하

는데, 대마 원단을 아마와 같아 보이게 하는 가공 기술

이 발달함에 따라 이들 디자이너는 대마를 더욱 많이 사

용한다. 패션 주얼리인 목걸이와 팔찌가 판매되기 시작

했고, 구슬과 대마 브레이드를 사용하여 자기 주얼리 만

들기가 십대와 젊은 층에서 유행이다. 그러나 대마 재배

가 미국에서 합법화되지 않으면 대마 공급이 제한된다.

과거에대마섬유로만든액세서리는환경의식적소비자

에게 틈새시장으로 소구력이 있어 보 으나, 최근 들어

대마는 패션 소재로 각광받게 됨에 따라 대마 패션에 대

한요구가확산되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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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nstitutedleather), 접착 가죽(bonder leather) 등라벨을붙여판매한다. 액세서리소재로사용되는모모피피

(fur)는동물의가죽에붙어있는상태또는모모피피섬섬유유(fur fiber)를뽑아서실로만든후사용한다. 앙고라토

끼털 5%를넣어겨울용니트스카프를만드는것과같이모피섬유를추가사용하면텍스타일의미적감각

이높아진다. 모피로가장자리를장식하는것이최근유행이며, 모피로구성하면독창적액세서리를만들

수있다. 제5장에서모피산업에대하여심도있게논의할예정이다.

3) 인조섬유

인조섬유의역사는 19세기말에인조견을발명하면서시작되었다. 후에레레이이온온(rayon)으로명명되었으며,

면린터나목재펄프를재료로사용하 다. 레이온이성공함에따라아아세세테테이이트트(acetate)와 트트리리아아세세테테이이트트

(triacetate)를포함한인조섬유를지속적으로생산하게되었다. 

나나일일론론(nylon)은최초의합성섬유로재생섬유소섬유가아니라석유에서합성해서만들었다. 나일론이

성공하게된계기는 1939년세계박람회에스타킹을소개하면서부터 다. 이어‘빨아서다림질하지않고

입을수있는’폴폴리리에에스스테테르르(polyester) 섬유와‘가볍고따뜻한’아아크크릴릴(acrylic) 섬유가개발되었다. 양모에

피부가닿으면자극을받는소비자들이많았기때문에아크릴섬유는겨울용액세서리에서양모대용품으

로사용되었다. 

스스판판덱덱스스(spandex)는고무대용합성물질로액세서리산업계에서중요한위치를차지했다. 스판덱스를

소량만사용해도편안하고활동에따라신축성이있기때문에헤어액세서리, 탄력성원단으로만든신발,

양말에사용되었다. 액세서리나의류에서스판덱스는극히소량사용되며, 면이나나일론과함께혼방하

여사용된다.

극극세세섬섬유유(microfiber)는 100% 견과같은촉감을갖는직경이아주작은섬세한섬유로, 일본에서폴리에스

테르극세섬유를처음만들어울울트트라라스스웨웨이이드드(Ultrasuede)라등록하 다. 최근에는많은인조섬유를극세

섬유로방적하고있는데, 남성용타이와여성용스카프를폴리에스테르극세섬유로만들면천연실크제품

과구별하기어렵고, 또여성용양말이나타이즈도나일론극세섬유로만들면실크와같은촉감을갖는다.

여성용신발윗부분을극세섬유로만들기도하므로앞으로극세섬유는널리다용도로사용될것이다.

숨쉬는합성섬유, 방수기능이있는테프론코팅, 날씨에따라색이변화하는소재와같은고기능성원

단을액세서리소재로사용하고있으며, 원단에작은마이크로칩을끼어넣어주위환경에따라적응하는

원단도있다. 고기능성원단으로모자, 양말, 넥타이, 손수건등을만들기도한다. 이들원단에대해서는관

련액세서리를설명할때심도있게논의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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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타일생산공정

텍스타일생산은실생산다음단계이다. 부직포, 레이스, 마크라메, 크로셰제작, 제직, 제편에알맞은실

로만들기위하여섬유를꼰다. 전통적인섬유이외에짚이나대나무도액세서리용실이나원단을만드는

데사용된다.

1) 실

실은액세서리용원단의이상적인촉감과아름다운외양과관련이크다. 부드럽고평편한원단은 단단순순사사

(simple yarns)를사용하여만드는데, 단순사는실의길이방향꼬임이균일하다. 남성용타이, 여성용스카

프, 양말류는단순사로만든패션액세서리의예이다. 복복합합사사(complex yarns) 또는노노벨벨티티사사(novelty yarns)

는실의길이방향전체에걸쳐서꼬임이불균일하고부피감이있어보온성이높다. 복합사는균일성이없

고, 외양이불균일하고, 루프나컬이있는것이특징이다. 셔셔닐닐(chenille) 원단으로만든패션액세서리에는

겨울용스카프와장갑이있다.

겨울용스카프, 모자, 장갑을만드는데사용되는복합사의예에는부부클클레레(boucle′)사가있는데부클레는

버클을불어로표기한것이다. 이들복합사에는피부쪽에막힌공간이있어신체의열을유지해준다(그림

3.1). 

2) 피륙화

피피륙륙화화(fabrication)이란섬유나실상태에서피륙상태로만드는공정을지칭한다. 제직, 제편, 부직포, 기타

장식적구성공정을통하여패션액세서리용피륙을만든다. 내구력, 가격, 외양, 최종목적에따라특정제

작공정을선택한다. 경우에따라가죽대신피륙이값싼소재로대용되기도한다.

(1) 제직

제제직직(weaving)은텍스타일원단을생산하기위하여두가닥의실을직각으로교차한다. 직물(woven fabric)은

대각선방향인바이어스방향으로는약간의신축성이있으나, 가로또는세로방향으로는신축성이없다. 스

판덱스섬유를혼방하면가로방향과세로방향으로늘어나는신신축축성성직직물물(stretch woven)을얻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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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 부클레사



직물의장점은내구력과형태안정성이다. 일부액세서리는세탁을해야하기때문에이와같은특성은

중요하다. 핸드백, 배낭, 여행용가방은나일론과같이강도가강하기때문에무게를잘견디는섬유로제

직한원단을사용해야한다. 실크스카프와타이와같이크기가작은액세서리와벨트, 시곗줄, 리본과같

이폭이좁은품목은직물의내구력과강도가필요하다(그림 3.2).

(2) 편성물

제제편편(knitting)은텍스타일원단을생산하기위하여루프를서로엮는다. 편성물은편안하고활동에따라신

축성이있고, 활동을위한여유가있으며몸에잘들어맞는다. 스판덱스섬유를사용하면더욱더탄탄력력성성

(elasticity)이커지고형태를잘유지한다. 편성물은직물보다가격이낮다.

착용가능한액세서리류는대부분편성물로되어있다. 신발을나일론과스판덱스로디자인하면가죽

구두에서경험할수없는편안한신축성을느낄수있으며, 또편성물로만든액세서리는가죽으로만든품

목과비교할때가격이훨씬저렴하다. 핸드백(가방틀위에신축성있는편성물로만든), 착달라붙는편성

물로만든장갑과양말, 막힌공간이있어열을유지하기때문에따뜻한털이많은겨울용모자와스카프

등은편성물로만든액세서리이다.   

(3) 부직포

부부직직포포(nonwoven) 텍스타일은섬유가무질서하게흐트러져있는것부터필름으로코팅하여가죽과같은

느낌을주는원단에이르기까지다양하다. 심, 펠트, 비닐, 스웨이드원단등이패션액세서리산업에서중

요한부직포범주이다.

펠펠트트(felt)는본래양모섬유에열, 습기, 압력을가하여서로엉겨붙도록해서만든텍스타일이다.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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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 모바도사의 데님 시곗줄
(자료원 : 페어차일드출판사)



에는양모, 비버와같은동물의모피섬유, 아크릴섬유로만든펠트모자를착용한다. 최근들어모드아크

릴섬유로만든펠트소재를사용하여만든핸드백이나구두가유행이다. 펠트원단은형태안정성이낮기

때문에세탁이나인장을견디는용도에는적합하지않다(그림 3.3).

비비닐닐(vinyl)은 바탕 원단 위에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나 폴리우레탄 필름을 입혀 만든다. 코코팅팅 원원단단

(coated fabric)인비닐은에나멜가죽이나동물가죽의무늬를엠보싱한느낌을갖는다.

스스웨웨이이드드원원단단(suede cloth)은진짜스웨이드와비슷한촉감을갖도록미세섬유를불규칙적으로배열한

후부직포웹형상으로만든것이다. 

(4) 레이스

레레이이스스(lace)는오랫동안손으로정교하게만들기때문에소중하게취급되는텍스타일이다. 국인존레버

(John Lever)가 1815년경에고안한기계로레이스를생산한다. 1400년경에이탈리아의베니스에서바바늘늘뜨뜨개개

레레이이스스(needlepoint lace)가만들어졌다. 양피지에정교한무늬를그린후, 무늬선을따라실을건다. 장식

적스티치로실을서로연결하는자수를놓고, 시침바느질을걷어낸다. 보보빈빈레레이이스스(bobbin lace) 또는받받침침

대대레레이이스스(pillow lace)는종이에무늬를그린후받침대위에놓는다. 일정간격으로핀을꽂아받침대위에

무늬를고정시킨다. 일정간격을두고장식사로매듭을지으면서망망(netting)을엮으며모자장식으로사용

된다. 육육각각그그물물눈눈레레이이스스(bobbinet lace)에는전통적인나일론망과같은육각형의구멍이뚫려있다. 대부

분의레이스는올이 히기쉽기때문에특수양말, 신부용옷, 장갑, 숄, 모자등으로사용된다.  

(5) 마크라메

마마크크라라메메(macrame′lace)는 아랍지역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터키어 마크라마(makrama) 또는 마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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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 루루 기네스에서 제작한 펠트 핸드백
(자료원 : 루루기네스)



(mahrama)에서유래했으며, 냅킨이나타올을의미한다. 선원들이이탈리아로전파시켰으며, 망을제작하

는방법과비슷하다. 코드사를이용하여루프나매듭을만들며, 장식적매듭속에비즈를넣기도한다. 마

크라메는 1900년대이전에단기간유행했으나, 1960년말부터 1970년초까지그중요도가낮아졌다. 마크

라메는헤어장식품, 목걸이, 핸드백, 벨트, 샌들등에사용되며, 그유행은패션산업의 향을크게받는

다. 최근들어 1960년대와 1970년대복고풍이유행하면서마크라메가재도입되었다(그림 3.4).

(6) 크로셰

크크로로셰셰(crochet)는 한쪽에훅이파인바늘로실루프를엮어만든구멍뚫린원단이다. 1840년아일랜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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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4 마크라메 액세서리

▲ 그림 3.5 리즈 크레이번의 면 크로셰 백
(자료원 : 페어차일드출판사)

▲ 그림 3.6 토트 드 몬드의 짚으로 만든 핸드백
(자료원 : 페어차일드출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