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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Riegl(1893/2018)에 따르면, 오너먼트(ornament)는 

인간의 ‘예술의지(kunstwollen)’에 의해 자연에서 얻

은 영감을 인간의 자유로운 창조적인 본능에 의해 기

하학으로 형상화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오너먼트는 사회 구성원 간의 소통을 위한 상징과 

미화를 위해 장식으로 발전되면서 특정 사회의 대표

적 예술양식이 되었다(Han, 2014; Kim & Ahn, 1990; 

Park, 2002). 오너먼트는 인류에게 가장 친숙한 자연

에서 내도했으며, 시간의 흔적을 통해 오랫동안 대중

예술에 흡수되어 나타났다. 오너먼트는 패션텍스타

일 디자인(fashion-textile design)에서도 창의적 영감

이 되어 새로운 작품으로 발표됐으며, 이를 통해 인류

와 함께 진보해온 역사적 담론이 담긴 이국적 정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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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derives the modern characteristics of the paisley ornament through an analysis of the paisley orna-

ment shown in fashion since the 2010s based on a theoretical review of the paisley ornament used in Kashmir In-

dia shawls for artistic inspiration in the fashion-textile field. It classified the paisley ornament in fashion since the 

2010s into types of ‘basic structure of body and coif’, ‘abnormal paisley ornament shapes’, ‘complex structure of 

paisley ornament’, ‘complex structure with other motif’, ‘a pair of symmetrical reflection motif’, ‘regular of re- 

petitive arrangement’, ‘complex arrangement of irregularity and regularity’ and ‘free arrangement of irregularity’.

A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historical paisley ornament shows that paisley ornaments have contemporary cha-

racteristics like ‘Bisector structure of centerline in criterion of the body’, ‘Composite structure of extended 1-re- 

peat’, and ‘Free structure of engineered placement’. A modern design was inspired by the historical art forms; how-

ever, it was used in free utilization of motifs and patterns in terms of size, direction, proportion and space. These 

were the expression of a design identity that originated from the aesthetic ability and career of a designer as well 

as the technology of computer programs for the improvements in time and cost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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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한다. 인간이 지닌 공통된 감성을 시각적으로 표

현하여 새로운 소비가치로 만드는 작업은 역사적으

로 지속하여 왔다.

동양의 신비로움을 가진 화려한 문양의 질 좋은 인

도 카슈미르 숄(kashmir shawl)은 17~19세기 서양에 

이국적 감성을 전달하며 크게 유행하였다. 당시 인도

의 카슈미르 숄의 발전은 국제 무역의 촉진, 산업 재

료와 기술의 발전, 패션의 활성화, 시각예술의 창의적 

진화를 가져온 중요한 역사적 사례이다. 카슈미르 숄

에 나타난 페이즐리 오너먼트(paisley ornament)는 고

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유구한 역사를 통해 전 세계로 전이되어 

그 생성 기원에 대한 담론과 생김새, 그리고 문화권

마다 부르는 명칭도 다양하게 발전하여 전해졌다. 그

러나 카슈미르 숄을 통해서 나타난 페이즐리 오너먼

트는 다양하고 고유한 민족문화가 디자인에 반영되

어 조형적 변화를 일으키는 일련의 과정은 기록될 수 

있었기 때문에 전통적 오너먼트 연구의 중요한 가치

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 패션에서 창의적인 디자인으

로 꾸준히 발표되어온 페이즐리 오너먼트의 개념과 

역사를 이해하고, 17~19세기 인도의 카슈미르 숄에 

나타난 페이즐리 오너먼트의 조형 변화를 고찰한다. 

이를 바탕으로 2010년대 패션에 나타난 페이즐리 오

너먼트의 현대적 특징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는 페

이즐리 오너먼트의 디자인과 기술이 역사적으로 변

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고유한 예술양식의 생성이 문

화전이(cultural diffusion)와 관계한다는 것을 규명하

고, 이를 통해 현대의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발전을 

위한 필요요건을 모색할 수 있다는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하

였다. 문헌연구로 전문서적, 학위 논문과 학술 논문, 

전문 웹사이트, 박물관 사이트 등을 참고하여 페이즐

리 오너먼트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또

한, 2010년대에 패션에 나타난 페이즐리 오너먼트의 

특징을 연구하기 위하여 패션잡지와 패션트렌드 관

련 웹사이트를 참고하는 사례연구를 하였다. 2010 SS

부터 2020 SS까지 퍼스트뷰코리아(Firstviewkorea)에 

나타난 세계 4대 컬렉션에 발표된 의상 중에서 페이

즐리 오너먼트를 사용한 총 41개의 디자이너 브랜드

의 3,099벌의 의상 중, 171점의 의상을 추출하였다. 

이 중 같은 종류의 페이즐리 오너먼트가 다른 의상에 

중복되어 나타난 경우와 다른 색상으로 표현된 경우

는 제외하였다(Table 1).

II. 페이즐리오너먼트

1. 개념과 역사

페이즐리 오너먼트는 보디(body)와 코이프(coif)로 

구성된, <Fig. 1>과 같이 세로의 길이가 가로의 둘레

보다 긴 타원형이고, 그 윗부분은 끝이 뾰족하게 휘

어진 갈고리 형태를 말한다. Wilson(1979/2000)이 논의

한 페이즐리 오너먼트의 다양한 속설에 따르면, 6세

기경의 이집트와 사산조 페르시아에서 발견된 휘어

진 나뭇잎 형상과 유사하고, 고대 바빌로니아의 칼

데아(Chaldea) 지역에서 발견된 팜나무의 솔방울 형

태와, 카슈미르 지역의 젤럼(Jhelum)강의 모습, 페르

Design houses (Number of costume) Seasons

Etro (84) 19

Anna Sui (6)  4

JW Anderson (3)  3 

Chloe (3), Christian Dior (2), Emilio Pucci (5), Isabel Marant (2), Loewe (2), Manish Arora (8), Altuzarra (5)  2

3.1 Philip Lim (1), ACNE studios (5), Atsushi Nakashima (1), Alexander Wang (3), Antonio Berardi (1), Carven (2), Christian 

Cown (1), Chrisitian Wijnants (1), Christopher Kane (2), Coach (3), Delpozo (1), Dries Van Noten (1), Francesca Liberatore 

(1), Hermes (1), Holly Fulton (3), Jil Sander (3), Louis Vuitton (1), Marc Jacobs (1), Margaret Howell (2), Mary Katrantzou 

(2), Michael Kors (1), Moncler Gamme Rouge (1), Mulberry (1), Paco Rabanne (1), Paul Smith (2), Ports 1961 (1), Public scho-

ol (1), Richard Quinn (2), Saint Laurent (2), Stella McCartney (1), Yigal Azrouel (1)

 1

Adapted from Chung (2019). p. 9. 

Table 1. The type of design houses and the number of costumes used by paisley ornaments from 2010 SS to 

2020 SS 



한국의류학회지 Vol. 44 No. 5, 2020

– 952 –

시아의 성화, 베니스의 작은 양파의 모습, 주먹의 옆모

습, 바람에 나부끼는 키프로스 나무, 망고 열매(hindu 

kairy), 부타꽃(buta), 원뿔 등의 모습에서 기원한다고 

하였다.

페이즐리 오너먼트의 속설에 의한 모습은 장신구

와 고대 건축벽화 장식에서 찾을 수 있는데, 페이즐리 

오너먼트는 프리즈패턴(frieze pattern)의 장식으로 주

로 나타났다. 프리즈패턴은 주로 고대 건축 벽의 중앙

에 위치하는 얕은 부조의 주요한 오너먼트의 아래 혹

은 위쪽에 위치하여 보더(border)와 함께 나타난 띠 모

양의 장식이다(Bloomer, 2000). <Fig. 2>는 그랜드하

라(Grandhara) 지역에서 발견된 조각상으로서 페이

즐리 오너먼트 형태의 장신구를 착용하고 있다. <Fig. 

3>은 카이로의 툴룬모스크(Tooloon mosque) 건축 내

부의 창틀 장식에 사용된 페이즐리 오너먼트로서 도

안으로 단순화되어 표현되었다. <Fig. 4>는 페르시아 

양식으로서 코이프의 곡선이 더 둥글게 발달한 모티

브와 함께 프리즈패턴 구조를 지닌다.

이슬람 문화권에서 생성된 페이즐리 오너먼트는 

인도의 카슈미르 숄에 차용되었으며, 장식예술의 역

사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 오너먼트로 발전되었다. 

카슈미르 숄은 인도 북서부의 카슈미르(Kashmir) 지

역에서 생산되었던 숄로써 17~19세기 유럽에서는 부

드럽고 섬세하게 직조된 좋은 품질의 값비싼 사치품

이었다. 카슈미르 숄은 캐시미어(cashmere) 또는 파

시미나(pashmina)라고 불리고, 이는 특별히 티베트

나 중앙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염소의 솜털을 빗질하

여 얻은 섬유를 사용하여 능직의 태피스트리 직조 후, 

염색가공과 자수 기법을 사용하는 카니(kani)라는 전

통 기법을 사용하였다(Wilson, 1979/2000). 그러나 18 

~19세기에 카슈미르 숄을 모방하여 생산한 페이즐

리 숄(paisley shawl)은 스코틀랜드의 페이즐리(Pais-

ley) 지역에서 만든 숄로써 인도와 유럽에서 디자인

된 페이즐리 오너먼트를 혼합하여 디자인하였고, 실

크와 양모를 혼합하여 생산하였다. Gillow and Bar-

nard(2014)에 따르면, 초기에는 씨실 혹은 날실을 염

색하여 직조하는 이캇(ikat) 기법을 사용하여 생산하

였으며, 1870년도에는 자카드 직기(jacquard loom)가 

공급되면서, 숄 생산의 주요 중심지가 카슈미르 지역

에서 페이즐리 지역으로 이동하는 산업화가 이루어

졌다고 전한다.

페이즐리 오너먼트는 고대부터 전해진 전설과도 

같은 신비한 오너먼트로서 역사적 고증을 통해 정확

히 정의 내릴 수 없다. 다만 타원형의 보디와 윗부분

은 갈고리 형태의 휘어진 코이프로 구성된 모습의 

원뿔형(cone boteh) 페이즐리 오너먼트는 카슈미르 

숄에 등장하면서 꽃으로 형성된 ‘카자르 보테(Qujar 

boteh)’ 양식이, 추상적 기하학의 ‘스위핑 보테(Swee-

ping boteh)’ 양식이 탄생하였으며, 중세 유럽의 바로

크 예술의 영향으로 다른 변형으로 변화하였다. 이렇

듯 문화전이를 통해 발전한 페이즐리 오너먼트는 페

르시아를 포함한 이슬람과 인도에서는 ‘보테(boteh)’

라고 불리고, 서양에서는 ‘페이즐리(paisley)’ 또는 ‘페

이즐리패턴(paisley pattern)’으로 불린다. 이는 19세기 

영국의 페이즐리 지역에서 숄 산업이 발달하여 유래

된 명칭으로 추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명칭에 따른 혼

선을 막기 위하여 ‘페이즐리 오너먼트’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겠다.

2. 카슈미르 숄에 나타난 페이즐리 오너먼트의 

모티브와 패턴의 변화

인도 북서부의 카슈미르 지역은 예로부터 예술, 

문화, 경제의 중심지였고, 15세기부터 숄 산업은 최

body

coif

Fig. 1. Paisley

ornament. 

Adapted from Chung

(2019). p. 55.

Fig. 2. Jewellery 

decoration, 2–3c. 

Adapted from Ames

(2010).  p. 19.

Fig. 3. Window frame 

decoration, 9c. 

Adapted from Jones and Iain 

(2001/2010). p. 166.

Fig. 4. Architectural 

decoration, 11c. 

Adapted from Ames

(2010)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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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무역품인 동시에 경제 발전의 주요 매개물이었다

고 한다(Geczy, 2013). 17~19세기에 카슈미르 숄에 등

장하는 페이즐리 오너먼트는 고대 이슬람에서 차용

되어 카슈미르 지역을 통치한 나라에 의해 그들의 예

술과 문화가 융합되어 독특한 예술양식으로 나타났

으며, 이는 현대 패션텍스타일의 디자인 영감으로 작

용하고 있다. 페이즐리 오너먼트의 모티브와 패턴의 

역사적 연구를 통하여 페이즐리 오너먼트의 현대적 

특징을 논의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카

슈미르 숄에 나타난 오너먼트의 조형 변화를 무굴

(Mughals), 아프칸(Afghans), 시크(Sikhs), 도그라(Do-

gra) 시기로 분류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1) 무굴 시기(Mughal period, 1586~1753)

이슬람 중심의 무굴제국은 악바르(Akbar, 1556~ 

1605), 자한기르(Jahangir, 1605~1627), 샤 자한(Shah 

Jahan, 1627~1658)의 통치 시기에 타 문화를 수용하

며, 가장 융성한 문화예술의 발전기를 이루었다. 악

바르는 카슈미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 카니 기

법의 숄을 산업화하기 시작하였다. Ames(2010)는 카

슈미르 숄에 나타난 모티브의 역사를 찾기 위하여, 

<Fig. 5>의 16세기 악바르 통치하에 묘사된 직물을 

관찰하였고, 이에 이슬람의 세밀화에서 발견되는 페

르시아의 기하학무늬를 발견할 수 있었으나 사람들

이 착용한 숄에서는 오너먼트가 부재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17세기의 세밀화인 <Fig. 6>–<Fig. 7>에서는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착용한 숄에서는 프리즈패턴

의 모티브가 등장한다고 하였다. <Fig. 6>의 벽 장식

에는 중국 화병의 모습이 줄지어 있으며, 커다란 패

널(panel)에는 뿌리와 함께 묘사된 꽃의 모습이 공중

에 매달려 있고, <Fig. 7>에서는 높게 위치한 화려하

게 활짝 핀 꽃들이 중국 양식의 구름과 나비와 함께 

자연스럽게 땅에서 자라는 모습을 보인다.

카슈미르 숄에 나타난 꽃의 기원을 살펴보면, Am-

es(as cited in Koch, 1982)는 서양과의 교역에 적극적

이었던 악바르 시기에 예수회(The Jesuits)의 폴리글

롯 성경(The polyglot bible)의 삽화가 전해지며, 무굴

의 세밀화에 영향을 끼쳤다고 기술하였다. 이를 계기

로 자한기르 시기의 17세기 초에 ‘자라나는 꽃(The 

flowering plant)’의 정물화가 인도의 세밀화에 처음 

출현하였다고 하였다. 그 근거의 예시로서 Ames(as 

cited in Skelton, 1972)에 따르면, <Fig. 8>의 화가 우

스타드 만수르(Ustad Mansur)가 그린 ‘붉은 튤립(The 

red tulips)’은 그림의 구도와 맴돌고 있는 나비를 포함

한 곤충의 구성과 위치를 통해서, 유럽에서 앞서 제

작된 <Fig. 9>의 ‘마르타곤 릴리(The martagon lily)’

와 유사성이 보인다고 하였다.

무굴 시기에 발전한 오너먼트의 모습을 살펴보면, 

꽃, 줄기, 뿌리로 구성된 식물이 일정 간격을 두며 교

대로 배치되는 프리즈패턴 구조를 지닌다. <Fig. 10>

 

Fig. 5. Akbar & the Jesuits

by Nar Singh, c.1597. 

Adapted from Guy and Britschgi

(2011). p. 50.

Fig. 6. Jahanhir & Kurram

by Balchand, c.1630. 

Adapted from Ames

(2010). p. 65.

Fig. 7. Shar Jahan & three sons

by Bichitr, c.1630. 

Adapted from Ames

(2010). p.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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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꽃은 추상적인 모습으로 장식화되었고, 다수의 꽃

과 나뭇잎들이 한 줄기와 뿌리의 식물에서 자연스럽

고 우아하게 접히고 부드럽게 비틀어지며 바닥에 지

탱한다. 꼭대기 부분의 가장 큰 만발한 꽃봉오리가 

전체 무리를 지배하고 있다. <Fig. 11>은 다양한 종류

의 꽃들이 밀집되어 하나의 줄기에서 뻗어있는 모습

은 자연스러운 타원형을 이루며, 꼭대기에 배치된 꽃

은 좌나 우로 향하여 굽은 모양을 취하고 있다. <Fig. 

12>는 숄에 사용된 프리즈패턴과 올오버패턴(all-over 

pattern)이다. 프리즈패턴은 모티브가 대칭을 사용하

여 일관된 한 방향으로 변환하면 띠 모양으로 길게 배

열되는 프리즈패턴이 생성된다고 하였고(Abas & Sal-

man, 1995), 올오버패턴은 모티브가 대칭을 사용하여 

평면을 가로질러 두 개의 독립적인 방향으로 복제되

어 수용되면 올오버패턴이 생성된다고 하였다(Hann, 

2012).

17세기(1680년경) 무굴 시기의 카슈미르 숄에 나

타난 모티브는 자연의 섬세하고 현실적인 모습을 강

조하는 꽃, 줄기, 잎, 뿌리로 구성된 식물의 모습에서 

추상적으로 장식된 다양한 종류의 꽃들이 하나의 줄

기에서 자라는 밀집된 모습으로 변화하였고, 이는 아

프간 시기에 생성된 페이즐리 오너먼트 양식을 이루

는 토대가 되었다. 카슈미르 숄은 전통적으로 제작되

었던 직사각형의 긴 형태를 고수하였고, 양쪽 끝 모

서리에 모티브를 교차하여 배치하는 프리즈패턴이 

직선의 보더와 함께 사용되었다. 때로는 작은 모티브

로 배경을 채우는 올오버패턴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2) 아프간 시기(Afghan period, 1753~1819)

아프간의 아마드 샤 압달리(Ahmad Shah Abdali)는 

1753년 카슈미르를 정복하였다. 숄 산업의 명맥을 이

어나가며 해외 교역을 활발히 하였으나, 아프간의 통

Fig. 10. The flowering plant

of Mughal period, 17C.

Adapted from Ames (1997). p. 22.

Fig. 11. Multi-floral

of Mughal period, 17C.

Adapted from Ames (2010). p. 23.

Fig. 12. Shawl pattern

of Mughal period, mid-18C.

Adapted from Ames (1997). p. 279.

Fig. 8. The red tulips by Ustad Mansur, c.1620. 

Reprinted from Ames (2010). p. 53.

Fig. 9. The martagon lily by Pierre Vallet, c.1608. 

Reprinted from Ames (2010). p.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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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에 직공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산업 구조는 카슈

미르 숄의 품질이 떨어지게 하였다. 그러나 페이즐리 

오너먼트는 추상적 양식화가 이루어지고, 원뿔형으

로 진화하는 디자인적 발전이 이루어졌다. Ames(1997)

에 따르면, 기하학으로 표현된 원뿔형의 고대 페이즐

리 오너먼트가 카슈미르 숄에서 곡선의 외곽선 없이 

꽃의 집단을 이루는 ‘카자르 보테’ 혹은 ‘꽃 보테(Flo-

ral boteh)’로 진화하여 새로운 오너먼트 양식이 생성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카슈미르 숄에 나타나

는 페이즐리 오너먼트가 이슬람과 비잔틴의 문화에

서 차용되었다는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그 근거로, 고

대 이집트와 사산조 페르시아, 6~7세기 비잔틴, 11세

기 초에 페르시아에서 건축과 장신구에서 페이즐리 

오너먼트가 발견되었으나, 18세기 중반 이전의 인도 

주요 도시인 델리(Delhi), 아그라(Agra), 라자스탄(Ra-

jasthan)의 화려한 궁전을 비롯한 다른 어느 지역에

서도 페이즐리 오너먼트를 장식하거나 숭배하지 않

았음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아프간 시기의 페이즐리 오너먼트는 원뿔형 형상

이 처음 등장한 시기로서, 외곽선이 없는 꽃들의 뭉

치로 구성된 코이프와 보디의 형태를 지닌다. 아프간 

시기 초기의 코이프는 꼭대기에서 구부러진 나뭇가

지에 핀 작은 꽃으로 끝나기도 하고, 큰 장미가 기울

어져 매달리기도 하였으나, 후반기로 갈수록 갈고리

(hook)처럼 뾰족하게 휜 변형된 모습을 형성하였다. 

보디를 형성하는 꽃의 모습은, 18세기 후반부터 더 

이상 자연적이지 않은 추상적 장식물로 묘사되었고, 

꽃은 강렬한 색의 다양한 종류가 밀집되어 기둥 모

양을 이루었다. <Fig. 13>의 꽃병은 거대한 꽃무리의 

수와 크기를 감당하지 못할 만큼 작아서 꽃병의 역할

을 하지 못하는 장식의 기능만 하고 있다. <Fig. 14>

는 총상꽃차례(raceme)가 보디를 형성하고, 코이프의 

반대편에는 몸통에서 떨어져 나간 듯한, 보디 내부와 

같은 꽃과 나뭇가지로 구성된 작은 타원형이 인접한

다. <Fig. 15>는 정사각형의 숄에 나타난 일부분으로

서 페이즐리 오너먼트가 평면으로 배치된 올오버패

턴 위에 크고 동그란 모티브가 숄의 중심에, 네 등분

한 원은 사각의 모서리에 배치되어 있는 초기의 방사

패턴(radiative pattern) 형태를 지닌다. 방사패턴이란 

중심에서 주변으로 규칙적인 회전을 하는 반복된 단

위의 형태나 구조의 분할로 만들어진다. 방사패턴은 

강렬한 시선 집중에 유용한 복합대칭(symmetry)으로, 

중심에 있는 강력한 초점을 통해 중심에서 이동하거

나 중심을 향하여 이동하는 것이다(Wong, 1993/1994).

아프간 시기에 나타난 페이즐리 오너먼트의 모티

브 변화는 코이프와 보디가 추상적인 모습으로 양식

화되어 빈틈없이 빽빽하게 위치한 꽃과 화병으로 형

성된 ‘카자르 보테’ 양식이 출현하였다. 패턴의 변화

에서는 모티브가 한 방향을 바라보며 교차하여 배치

되는 프리즈패턴의 명맥이 유지되었고, 정사각형의 

숄이 새롭게 등장하며 방사패턴의 구조가 출현하였

으나, 모티브는 중심으로 방향이 전환되지 않는 평

행이동의 모습을 지닌다.

3) 시크 시기(Sikh period, 1819~1846)

린짓 싱(Runjit Singh)이 카슈미르를 정복한 이후, 

시크 시기에 숄 산업의 중심지는 펀자브(Punjab) 평

원의 암리타(Amrita)로 옮겨졌다. 페이즐리 오너먼트

 

Fig. 13. Shoulder mantle

of Afghan period, c.1770. 

Adapted from Ames (1997). p. 294.

Fig. 14. Shoulder mantle

of Afghan period, c.1810. 

Adapted from Ames (1997). p. 305.

Fig. 15. Moon shawl

of Afghan period, c.1815.

Adapted from Ames (1997). p.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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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크 시기의 초기까지 아프간 시기의 모습이 유지

되었으나, 점차 인도의 전통 문화유산을 강조하는 시

크교의 철학과 예술이 결합하여, 패턴과 모티브가 

조화를 이루며 배경과의 경계가 모호한 새로운 차원

으로 변화하였다.

Ames(1997)에 따르면, 시크 시기 초기의 페이즐리 

오너먼트 양식은 1823년에 기록된 무어크로프트의 

디자인(Moorcroft's design) 34점의 모티브 중심의 도

면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Fig. 16>에서는 아프

간 시기에 나타나지 않았던 코이프에서 보디를 감싸

는 외곽선이 등장하였고, 그 안에는 추상적으로 양식

화된 장미의 모습과 잎이 보디의 바닥 부분에서 꽃

병과 연결되어 자라나는 모습을 하고 있다. <Fig. 17>

은 보디의 안쪽에서 코이프와 보디의 형상을 따라 

잎이 나란히 배열되어 있다. 외부를 감싸는 굴(gul)

이라는 종려잎 장식은 페르시아의 상징적 오너먼트

로서 주로 양탄자에 사용된 아라베스크 양식이다. 

이는 1840년대 도그라 시기의 내부 혹은 외부의 장

식에서 다시 나타난다. <Fig. 18>은 2개의 코이프가 

좌우 방향으로 나뉘어 변형되었다. <Fig. 19>는 시크 

시기의 전형적인 페이즐리 오너먼트는 모티브는 잡

아당긴 듯 늘어진 긴 원통의 보디와 접힌 듯한 모습

의 코이프를 지닌 ‘스위핑 보테’이다. 패턴은 긴 직사

각 형태의 숄에서 중심을 바탕으로 모티브가 대칭의 

반사로 배치되어 배경과 장식이 투시된 방사패턴의 

구조를 지닌다. 대칭은 모티브를 반복시키는 수학적 

원리로서 고대 부족의 오너먼트에서도 그 모습을 찾

을 수 있는 인간의 창조 본능과 같다고 하였다(Wash-

burn & Crowe, 1988). Rawlings(2016)에 따르면, 모든 

대칭은 평행이동(translation), 회전(rotation), 반사(re-

flection), 이동반사(glide reflection)로 나타낼 수 있다

고 하였다. 평행이동은 모티브를 동일한 방향으로 유

지하면서 일정 간격으로 수직, 수평, 대각선 방향으

로 반복한다. 회전은 가상 점을 중심으로 모티브를 

일정한 간격으로 규칙적인 원형 반복을 한다. 반사

는 가상의 축을 가로질러 나타나는 반대의 모티브로 

구성된다. 이동반사는 축을 중심으로 평행이동과 반

사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반복이라고 하였다.

Crill(2015)에 따르면, 인도인들은 그들의 종교적 

영향으로 카슈미르 숄을 직조하는 행위를 신성하게 

여겼고, 숄을 귀중하게 다루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숄에 사용한 오너먼트와 직조기법을 다른 품목에 공

용하지 않았다고 전한다. 그러나 시크 시기에는 아라

베스크 양식을 차용하여 자라나는 식물의 형태에서 

벗어나 형상을 따라 식물을 기하학적으로 배치하는 

새로운 장식법이 나타났다. 또한 길게 늘어진 원통

형의 ‘스위핑 보테’ 양식이 생성되기도 하였다. 패턴

에서는 긴 직사각형과 정사각형 숄에서 모두 모티브

가 중심을 향하여 배열되는 방사패턴이 처음 나타났

는데, 모티브는 평행이동, 회전, 반사, 이동반사의 방

향성을 지니며 중심을 향하여 이동하는 강렬한 시선 

집중을 보인다. 시크 시기의 모티브와 패턴의 변화

는 카슈미르 숄이 지닌 전통적 조형구조는 사라졌지

만, 다양한 문화적 흡수를 통해 새로움을 추구하는 

 

Fig. 16. Paisley onament

by Moorcroft

of Sikh period, 1823 (I).

Reprinted from Ames

(2010). p. 136.

Fig. 17. Paisley onament

by Moorcroft

of Sikh period, 1823 (II). 

Reprinted from Ames

(1997). p. 105.

Fig. 18. Paisley onament

by Moorcroft

of Sikh period, 1823 (III). 

Reprinted from Ames

(1997). p. 106.

Fig. 19. Paisley ornament

of Sikh period,

1835. 

Adapted from Ames

(2010). p.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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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시도가 있었다.

4) 도그라 시기(Dogra period, 1846~1877) 

영국은 도그라의 라자 굴라브 싱(Raja Gulab Singh)

과의 라호르 조약(Treaty of Lahore, 1846)에 따라 카슈

미르를 인계했다(Ames, 2010). 도그라 시기에는 페이

즐리 오너먼트의 디자인의 혁신은 없었다. 동양의 이

국적 신비로움을 가진 카슈미르 숄을 국내에서 생산

하기 위한 유럽의 경쟁은 직물의 디자인과 산업의 발

전을 가져왔다. 인도에서는 프랑스에서 개발된 디자

인과 직조기술이 유입되어 유럽 스타일의 숄을 대량 

생산하였다. <Fig. 20>–<Fig. 21>과 같이 프랑스에서 

유행하는 페이즐리 오너먼트 양식을 카슈미르에 보

내어 인도풍의 디자인으로 바뀌도록 주문했다. 카슈

미르에서 제작한 숄은 프랑스에서 요구하는 아시아

의 이국적 정서가 표현되었으며, 페이즐리 오너먼트

는 인도양식이 결합한 중세 바로크적인 화려함으로 

표현되었다.

Geczy(2013)에 따르면, 영국의 윌리엄 무어크로프

트(William Moorcroft)는 카슈미르 지역의 텍스타일 

산업 정보를 영국에 보낸 인물로서, 카슈미르 장인들

이 영국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설득했고, 카슈미르의 

화가에게 디자인 기록을 의뢰하기도 했다고 전한다. 

이런 무어크로프트의 활동은 영국의 숄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영국의 숄은 다양성과 품질 면에서 

프랑스보다 좋지 못했지만, 19세기 중반에는 프랑스

의 숄 생산량을 넘어섰다. 특히 페이즐리 지역은 18세

기 말부터 텍스타일 생산의 중심지가 되었고, 1820년

대는 카슈미르와 차별화된 디자인 전략을 세워, 인도

에서 생산한 카슈미르 숄과 경쟁하는 최대 기술의 직

물 생산지역이 되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카슈미르 숄

을 모방하였으나, 영국 스타일의 페이즐리 오너먼트

를 개발하였다. 디자인의 경쟁력으로 페이즐리 지역

은 마치 오랜 전통을 지닌 숄 생산지처럼 발전하였

다. Wilson(2000)에 따르면, <Fig. 22>는 페이즐리 숄

로서 이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주요 특징은 사용된 

색상으로서 어두운 톤(tone)의 빨강, 검정, 주황, 녹색, 

흰색이 주를 이룬다. 페이즐리 오너먼트는 길게 늘어

진 보디를 기본으로 소용돌이와 갈고리 등의 다양한 

형상의 코이프가 사용되었는데, 보디와 코이프는 리

듬감의 부드러운 곡선으로 균형을 이루어 표현되었으

며, 기하학과 자연의 장식과 함께 복잡하였다고 한다.

카슈미르 숄에 나타난 페이즐리 오너먼트의 변화

한 모티브와 패턴의 조형적 변화를 살펴보면, 우선 

모티브에서는 무굴 시기에는 꽃, 줄기, 잎, 뿌리로 구

성된 꽃들이 하나의 줄기에서 자라는 모습으로서 꼭

대기에 있는 꽃의 좌나 우로 기울어진 방향감을 지

니며, 전체적으로 타원형으로 뭉쳐있다(Fig. 23). 아

프간 시기에는 꽃과 화병으로 구성된 코이프와 보디

의 ‘카자르 보테’가 나타났다(Fig. 24). 시크 시기에는 

아라베스크 양식이 차용되어 페이즐리 오너먼트의 

형상을 따라 모티브가 규칙적으로 배열되는 외곽선

이 나타났고, 길게 늘어진 원통형의 ‘스위핑 보테’ 양

식이 등장하였다(Fig. 25). 도그라 시기에는 유럽의 

바로크 양식과 결합한 복잡하고 화려한 양식이 등장

하였다(Fig. 26). 패턴의 변화를 살펴보면, 무굴 시기

Fig. 20. Victor Delaye's album

in Dogra period, 1850-1867 (I).

Reprinted from Ames

(1997). p. 232.

Fig. 21. Victor Delaye's album 

in Dogra period, 1850-1867 (II).

Reprinted from Ames

(1997). p. 222.

Fig. 22. Square shawl

from Paisley, 1860s.

Reprinted from Wilson 

(1979/2000). p.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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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숄의 양쪽 끝 모서리에서 모티브가 대칭의 평행

이동으로 배치되는 프리즈 패턴이 주를 이루는 보더

가 나타났으며, 대칭의 평행이동이 사용되어 모티브

가 숄 전체에 나타나는 올오버패턴이 등장하기도 하

였다(Fig. 27). 아프간 시기에도 대칭의 평행이동이 

사용된 프리즈패턴과 올오버패턴이 명맥을 유지하

였다. 그리고, 정사각형의 숄이 새롭게 등장하며 중심

을 바탕으로 모티브가 배치되는 방사패턴이 출현하

였으나<Fig. 28>, 중앙에 둥근 모티브를 배치하고, 

네 개의 모서리에 이를 네 등분하여 배치되는 초기

의 정적인 방사 형태를 보였다. 시크 시기와 도그라 

시기에는 긴 직사각형과 정사각형 숄에서 모두 중심

을 향해 모티브가 방향 전환되어 배열되는 방사패턴

이 주를 이루었으며, 모티브는 대칭의 평행이동, 회

전, 반사, 이동반사가 사용되어 시각적 집중을 유도

하였다(Fig. 29)–(Fig. 30). 카슈미르 숄에 나타난 페

이즐리 오너먼트의 모티브와 패턴의 변화는 <Table 

2>와 같다.

3. 2010년대 패션에 나타난 페이즐리 오너먼트의 

모티브와 패턴의 변화

사적 고찰을 통하여 논의한 페이즐리 오너먼트의 

조형성을 바탕으로 2010년대에 나타난 페이즐리 오

Division
Mughal period 

(1586–1753)

Afhan period

(1753–1819)

Sihk period

(1819–1846)

Dogra period

(1846–1877)

Affected 

culture

Islam, Hindo,

Chines, Europe 
Islam, Chines Sihk, Arabesque Kashmir, Europe

M
o
tif

Change 

of 

form 17c 18c 18c 1765 1775 1800 1809 1810 1820 1825 1848

Fig. 23. Illustrate (I).

Adapted from Ames 

(1997). p. 112.

Fig. 24. Illustrate (II).

Adapted from Ames

(1997). pp. 112–114.

Fig. 25. Illustrate (III).

Adapted from Ames

(1997). p. 114.

Fig. 26. Illustrate (IV).

Adapted from Ames

(1997). p. 115.

Art 

form

The flowering plant  Qujar (floral) boteh  Sweeping boteh Baroque art

Vertical structure of 

flower, leaf, stem, & 

root

Vertical structure of flower, leaf, 

stem, & vase

Appearance of coiff and body 

Curve structure of motifs 

along form

Change of coiff and body 

Complexity and splendor

Deformation of body 

and coiff
P
a
tte
rn

Change 

of 

form   

Fig. 27. Illustrate (V).

Adapted from Ames 

(1997). p. 54.

Fig. 28. Illustrate (VI).

Adapted from Ames 

(1997). pp. 55–58.

Fig. 29. Illustrate (VII).

Adapted from Ames

(1997). pp. 55–59.

Fig. 30. Illustrate (VIII).

Adapted from Ames

(1997). pp. 57–61.

Art 

form

Frieze pattern &

all-over pattern

Frieze pattern, all-over pattern, 

& radiative pattern

Frieze pattern, all-over pattern, 

& radiative pattern

Frieze pattern, all-over pattern, 

& radiative pattern

Translation Translation

Translation, rotation

reflection, &

glide reflection

Translation, rotation

reflection, &

glide reflection

Fabric Kani technique Kani technique Ikat technique Jacquard technique 

Table 2. Change of motif & pattern in kashmir shaw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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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먼트를 모티브와 패턴으로 분류하여 생김새의 변

화에 집중한 모티브를 ‘형상의 변형’과 ‘방향의 변형’

으로, 모티브의 배열 방식에 집중한 패턴을 ‘규칙배

열’, ‘규칙과 불규칙의 혼합배열’, ‘불규칙배열의 자

유배열’로 논의하고자 한다.

1) 모티브 변화 

2010년대 패션에 나타난 총 171점의 페이즐리 의

상에서 발견되는 페이즐리 오너먼트의 모티브 유형

을, ‘형상의 변형’으로 크게 이분되어 나타난 ‘보디

와 코이프의 기본구조’, ‘기본구조에서 벗어난 형상’

과, 대칭의 변화에 따른 ‘방향의 변형’으로 나타난 

‘페이즐리 오너먼트 형상들의 복합구조’, ‘다른 모티

브와의 복합구조’, ‘대칭 반사의 한 쌍의 모티브’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Table 3).

첫째, ‘보디와 코이프의 기본구조’의 모티브 변화

는 163벌의 의상에서 나타났다. 2011 S/S 안나 수이

(Anna Sui)의 <Fig. 31>은 보디의 밑동이 넓은 형상과 

꽃장식, 프리즈패턴을 형성하는 구조에서 시크 시기

의 초기 페이즐리 오너먼트와 유사점을 보인다. 2013 

S/S 에트로(Etro)의 <Fig. 32>와 같은 소용돌이 형상 

외에도 끝이 뽀족하고 짧은 코이프와 길게 위로 솟

아 둔하게 휜 코이프 등 다양한 형상의 변형을 발견

할 수 있었다. 길게 늘어진 보디의 프리즈패턴을 형

성하는 구조에서 도그라 시기를 연상하는 양식과 함

께 보디 또한 다양한 시기의 형상이 활용되었으며, 

다양한 비율의 기하학의 면 분할부터 꽃과 식물의 

장식 등 수치적 계산이 아닌 자유로운 손 그림과 같

은 모습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둘째 ‘기본구조에서 벗어난 형상’의 모티브 변화

는 8벌의 의상에서 나타났다. 보디와 코이프의 기본

구조에서 벗어난 기형적 변형이 발견되어 형상의 전

형에서 벗어난 디자인을 발견할 수 있다. <Fig. 33>의 

2016 S/S 안토니오 베르라디(Antonio Berardi)에서는 

기본구조를 지닌 페이즐리 오너먼트와 함께 코이프

가 과감히 생략되었으나, 율동감 있게 휘어진 형태의 

단순화된 형상이 나타났다. <Fig. 34>의 2017 S/S 몽

클레르 감메 루주(Moncler Gamme Rouge)에서는 2개

의 코이프와 함께 구불구불한 외곽선의 긴 보디의 

변형이 나타났다. 이 밖에 소용돌이 형상의 코이프가 

보디의 양쪽 끝에 나타나거나, 한 개의 보디에서 2개

의 코이프가 자라난 변형도 있었고, 나뭇잎 혹은 달

팽이로 상상할 수 있는 변형이 연속된 프리즈패턴 

구조를 지니기도 하였다.

셋째, ‘페이즐리 오너먼트 형상들의 복합구조’의 

모티브 변화는 2개 이상의 다른 형태의 페이즐리 오

너먼트가 ‘방향의 변형’에 의해 복제되어 배열된 구

조를 지니고, 22벌의 의상에서 나타났다. ‘방향의 변

형’은 대칭의 평행이동, 회전, 반사, 이동반사의 방법

이 사용되었다. <Fig, 35>의 2017 S/S 아크네 스튜디오

(Acne studios)에서는 2종류 이상의 페이즐리 오너먼

트가 대칭의 평행이동, 회전, 반사, 이동반사의 ‘방향

의 변형’에 따른 모티브의 다량 복제와 자유배치를 

통해 율동감의 확장된 패턴을 보인다. 반면 2018 F/W 

JW 앤더슨(JW Anderson)의 <Fig. 36>은 대칭의 회전

과 반사를 사용하여 율동감 있게 배치된 4가지 다른 

형상의 페이즐리 오너먼트가 그룹(group)으로 묶여 

올오버패턴의 규칙배열 구조를 지닌다.

넷째, ‘다른 모티브와의 복합구조’의 모티브 변화

는 149벌의 의상에서 나타났다. 그 기준은 페이즐리 

오너먼트와 함께 자연, 유기물, 기하학, 칼라 블록 등

의 다른 개체의 모티브가 함께 공존하여 구성된 것이

다. 2014 F/W 알렉산더 왕(Alexander Wong)의 <Fig. 

37>, 2019 F/W 알투자라(Altuzarra)의 <Fig. 38>의 예

시를 통하여, 다양한 모티브의 규칙배열과 불규칙배

열이 자유롭게 사용되었으며, 이는 2010년대 페이즐

리 의상의 대부분에서 사용된 변화였다.

다섯째, ‘대칭 반사의 한 쌍의 모티브’가 39벌의 

의상에서 나타났다. 페이즐리 오너먼트가 의상 중심

선을 기준으로 좌우로 이분되어 같은 거리에 위치하

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모티브는 대칭의 반사를 사용

한 ‘방향의 변형’을 통하여 서로 반대 방향을 바라보

는 등지는 형상을 지닌다. 2012 F/W 에트로의 <Fig. 

39>는 페이즐리 오너먼트와 함께 자연, 추상적 기하

학의 모티브는 그룹으로 형성되었고, 대칭의 반사구

조를 통해 신체의 양쪽 끝에 위치해 공간을 디자인

에 활용하였다. 이 구조는 에트로의 2011, 2014, 2017, 

2018, 2020년 컬렉션에서도 나타났다. 2017 F/W 마

니시 아로라(Manish Arora)의 <Fig. 40>은 페이즐리 

오너먼트가 신체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이등분되어 

가까이 나타나 시각적 집중을 일으킨다. ‘대칭 반사

의 한 쌍의 모티브’ 방법은 2000년대 후반부터 유행

된 패션텍스타일에 나타난 새로운 디자인 변형 방법

으로써 페이즐리 오너먼트 뿐 아니라, 다른 모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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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Fashion images

Change

of form

(171)

Basic structure 

of body 

and coif 

(163)
  

Fig. 31. Anna Sui 2011 S/S. 

Adapted from Firstviewkorea (2010).

http://www.firstviewkorea.com

Fig. 32. Etro 2013 S/S.

Adapted from Firstviewkorea (2012a). 

http://www.firstviewkorea.com

Abnormal 

paisley

ornament

shapes

(8)

Fig. 33. Antonio Berardi 2016 S/S.

Adapted from Firstviewkorea (2015a). 

http://www.firstviewkorea.com

Fig. 34. Moncler Gamme Rouge 2017 S/S.

Adapted from Firstviewkorea (2016a). 

http://www.firstviewkorea.com

Chang

of direction

(210)

Complex 

structure 

of paisley 

ornament

(22)

Fig. 35. Acne Studios 2017 S/S.

Adapted from Firstviewkorea (2016b). 

http://www.firstviewkorea.com

Fig. 36. JW Anderson 2018 F/W. 

Adapted from Firstviewkorea (2018a). 

http://www.firstviewkorea.com

Complex 

structure with 

other motif 

(149)

Fig. 37. Alexander Wang 2014 F/W. 

Adapted from Firstviewkorea (2014). 

http://www.firstviewkorea.com

Fig. 38. Altuzarra 2019 F/W. 

Adapted from Firstviewkorea (2019a). 

http://www.firstviewkorea.com

A pair of 

symmetrical 

reflection motif

(39)

Fig. 39. Etro 2012 F/W (I).

Adapted from Firstviewkorea (2012b). 

http://www.firstviewkorea.com

Fig. 40. Manish Arora 2017 F/W.

Adapted from Firstviewkorea (2017a). 

http://www.firstviewkorea.com

Table 3. Motif types of paisley ornament in fashion of 201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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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치 변형에도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는 신체구조

를 창의적으로 활용한 모티브의 변형을 통해 모티브

의 시각적 집중을 유도하고, 패브릭의 평면디자인을 

통한 실루엣의 균형에 따른 긴장을 준다.

2) 패턴 변화

2010년대 패션에 나타난 페이즐리 오너먼트의 171점

의 의상에 나타난 페이즐리 오너먼트의 패턴 유형은 

‘규칙적 반복배열’, ‘불규칙과 규칙의 복합배열’, ‘불

규칙의 자유배열’의 세 가지로 분류하여 논의하였다

(Table 4).

첫째, ‘규칙적 반복배열’은 115벌의 의상에서 나타

났다. 2010년대 패션에 나타난 ‘규칙적 반복배열’에

는 프리즈패턴, 올오버패턴, 대칭의 반사패턴, 방사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19벌의 의상에서 프

리즈패턴이 나타났다. 2017 S/S 에트로의 <Fig. 41>

은 프리즈패턴이 세로의 스트라이프와 유사한 구조

로 연출되었다. 2018 F/W 클로에(Chloe)의 <Fig. 42>

는 의상의 하단에서 페이즐리 오너먼트가 대칭의 평

행이동을 통한 가로로 배열된 구조를 지닌다. 이 밖

에 스커트의 단, 벨트(belt), 네크라인(neckline)의 부분

에 자수(embroidery)와 비딩(beading) 등의 텍스타일 

기법이 사용되어 입체적으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34벌의 의상에서 올오버패턴이 나타났다. 2010년

대 의상에 나타난 페이즐리 오너먼트는 복잡하고 화

려한 형태와 유기적 형상의 모티브 특징으로 인해 비

교적 단순 결합 방법의 올오버패턴이 사용되었다. 

2017 S/S 에트로의 <Fig. 43>은 페이즐리 오너먼트가 

대칭의 평행이동을 통한 단순 반복을 사용하였고, 

2020 S/S 안나 수이의 <Fig. 44>는 다수의 모티브가 

하나의 무리를 형성하여 연속된 규칙배열로 교차하

여 복제된 구조를 지닌다. 단순한 페이즐리 오너먼트

의 대칭을 사용한 단순 반복된 패턴을 사용해 안정된 

균형미를 보인다.

39벌의 의상에서 대칭의 반사패턴이 나타났다. 

2010년대 페이즐리 의상에 나타난 패턴의 특징은 대

칭의 반사를 사용하여 신체의 중심을 기준으로 좌우

로 이분되어 모티브가 같은 거리에 위치한다. 2012 

F/W 에트로의 <Fig. 45>와 2016 F/W 홀리 훌튼의 <Fig. 

46>과 같이 이분된 모티브 그룹이 신체의 비율을 고

려한 배열을 통해 시각적 집중을 유도한다. 이 패턴 방

법은 페이즐리 오너먼트를 브랜드 정체성으로 표방

하는 에트로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밖에 안

토니오 베르라디, 알투자라, 마니시 아로라 등에서 사

용하였다. 이 패턴은 다양한 모티브의 무리를 지닌 

비교적 큰 비율로서 신체 프레임에서 잘린 구조를 

지닌 방사패턴과 유사하다.

23벌의 의상에서 방사패턴이 나타났다. 2020년대 

페이즐리 의상에 나타난 방사패턴은 사각 프레임의 

스카프 패턴과 유사하고, 신체의 프레임에서 모티브

가 큰 비율로 확장되어, 부분의 잘린 구조를 자유로

운 회전 방향으로 배치하여 표현되었다. 2016 S/S 마

니시 아로라의 <Fig. 47>은 좌우에 각각 있는 2개의 

중심점을 향해 모티브가 배치되었고, 2020 S/S 아쓰

시 나카시마(Atsushi Nakashima)의 <Fig. 48>은 반다

나(bandanna) 스카프 패턴의 구조를 활용하였다.

둘째, ‘불규칙과 규칙의 복합배열’은 34벌의 의상

에서 나타났다. 대칭의 방법들이 무작위로 사용하여 

불규칙적으로 복제된 모티브는 확장된 한 무리를 이

루며 1리핏(repeat: 반복을 위한 최소단위, 단수 또는 

집단)이 되었고, 이를 일정 거리에 규칙적으로 반복

배열하는 불규칙과 규칙을 복합한 패턴이 나타났다. 

신체의 프레임에서 보이는 모티브의 자유로운 불규

칙배열로 인해 규칙패턴의 분류에서 배제하였다. 이 

패턴은 서피스 디자인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

법이나, 2010년대 페이즐리 패션에 나타난 차이점은 

과거의 1리핏에 나타난 모티브의 개수와 비율이 거

대하게 확장되어, 신체의 프레임 안에서 1리핏의 시

작과 끝의 반복점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패턴의 

의상은 페이즐리 오너먼트의 유기적 형상과 함께 모

티브의 대칭으로 인한 율동감과 함께 규칙적 절제가 

나타났다. 보편적으로 패션텍스타일에서 1리핏 안의 

모티브 수는 최대 3~4개였으나, 2016 S/S 마니시 아로

라의 <Fig. 49>에서는 그 이상의 모티브 개수가 다량

으로 복제되어 나타났다. 2018 S/S 델포조(Delpozo)

의 <Fig. 50>에서는 하나의 페이즐리 오너먼트가 대

칭에 의해 다량으로 무작위 복제되어 확장된 1리핏

을 보이며, 신체 프레임에서 반복점을 찾을 수 없었

다. 또한, 모티브의 대담한 크기로 인해 전체적으로 

율동감 있는 패턴으로 나타났다.

셋째, ‘불규칙의 자유배열’의 엔지니어드 배열(en-

gineered placement)은 22벌의 의상에서 나타났다. 엔

지니어드 배열은 신체의 프레임 안에서 모티브의 비

율과 비례에 따라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배치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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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Fashion images

Regular 

arrangement 

(115) 

Frieze 

pattern

(19)

Fig.41. Etro 2017 S/S (I).

Adapted from Firstviewkorea (2016c). 

http://www.firstviewkorea.com

Fig. 42. Chloe 2018 F/W.

Adapted from Firstviewkorea (2018b).

http://www.firstviewkorea.com

All-over 

pattern

(34)

Fig. 43. Etro 2017 S/S (II).

Adapted from Firstviewkorea (2016d). 

http://www.firstviewkorea.com

Fig. 44. Anna Sui 2020 S/S.

Adapted from Firstviewkorea (2019b). 

http://www.firstviewkorea.com

Reflective 

pattern 

(39)

Fig. 45. Etro 2012 F/W (II).

Adapted from Firstviewkorea (2012c). 

http://www.firstviewkorea.com

Fig. 46. Holly Fulton 2016 F/W

Adapted from Firstviewkorea (2016e). 

http://www.firstviewkorea.com

Radiative 

pattern

(23)

Fig. 47. Manish Arora 2016 S/S (I).

Adapted from Firstviewkorea (2015b). 

http://www.firstviewkorea.com

Fig. 48. Atsushi Nakashima 2020 S/S

Adapted from Firstviewkorea (2019c). 

http://www.firstviewkorea.com

Regular & irregular

arrangement 

(34)

Fig. 49. Manish Arora 2016 S/S (II).

Adapted from Firstviewkorea (2015c). 

http://www.firstviewkorea.com

Fig. 50. Delpozo 2018 S/S.

Adapted from Firstviewkorea (2017b). 

http://www.firstviewkorea.com

Table 4. Pattern types of paisley ornament in fashion of 201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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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다(Udale, 2008/2008). 이 방법은 텍스타일의 프린

트 기법 이외에 부분 배치(lay-out)의 설계가 비교적 쉬

운 니트와 비즈(beads), 시퀸스(sequins)를 활용한 스

티치(stitch) 기법이 많이 활용되었다. 의상의 어깨와 

밑단에 부분적으로 모티브가 위치하여 공간을 미적

으로 활용한 2011 F/W 에트로의 <Fig. 51>은 프린트 

기법을 사용하였고, 2016 F/W 폴 스미스(Paul Smith)

의 <Fig. 52>에서는 스티치 기법을 사용하여 부분 장

식 효과를 나타냈다. 이 밖에 대표적인 디자이너는 

안나 수이, 안토니오 베르라디, 에밀리오 푸치(Emilio 

Pucci), 디오르(Dior), 홀리 훌튼, 마니시 아로라 등 많

은 디자이너가 활용하고 있었다. 엔지니어드 배열에

서 모티브의 위치는 의상에서 장식 효과를 지니며, 

의상에서 보이는 모티브와 패턴의 크기, 방향, 비율

의 유동적 배치와 공간의 활용 효과는 디자이너가 

지닌 경력과 재능의 미적 능력을 나타낸다.

III. 현대패션에나타난페이즐리오너먼트

17~19세기 카슈미르 숄에 나타난 페이즐리 오너

먼트의 사적 고찰과 2010년대의 페이즐리 오너먼트

에 나타난 모티브와 패턴의 변화를 비교 분석한 결과, 

현대 패션에 나타난 페이즐리 오너먼트는 17~19세기

의 페이즐리 오너먼트 양식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

에 응용하여 표현하거나, 디자인 방법을 차용하여 현

대적으로 해석하여 새로운 유행을 만들어내는 전통 

오너먼트를 활용한 문화전이가 나타났다. 반면 디자

이너의 새로운 심미성을 추구하는 혁신적 생각과 다

양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디자인에 적용하는 기술의 

발전을 통하여 ‘신체 기준 중심선의 이등분 구조’, 

‘확장된 1리핏의 복합구조’, ‘엔지니어드 배열의 자유

구조’의 2010년대 페이즐리 오너먼트에 나타난 현대

적 특징이 도출되었다(Fig. 53).

1. 페이즐리 오너먼트의 문화전이

카슈미르 숄에 나타난 페이즐리 오너먼트의 전통

양식은 2010년대 페이즐리 의상에서 새로운 조형적 

심미성을 추구하기 위한 예술적 영감이 되었고, 정

형화되지 않은 자유로운 손 그림과 같이 광범위한 

비례와 비율의 유기적 형상으로 표현되었다. 여기에 

다양한 텍스타일 기술을 적용하고, 시대성을 고려한 

트렌드를 반영하여 대중성을 유도하였으며, 디자이

너의 유희적 정체성을 디자인에 반영하여 새로움을 

도모하였다. 또한 무어크로프트의 디자인에서와, 바

로크 양식과 융합된 페이즐리 오너먼트에서는 보디

와 코이프의 기본구조에서 벗어난 왜곡된 원형이 발

견되었는데, 이는 2010년대 페이즐리 오너먼트에서

도 구불구불한 외곽의 긴 보디, 한 개의 보디에서 2개

의 코이프가 자라난 형상, 보디의 위아래에 나타난 

소용돌이 형상의 코이프, 과감히 생략된 코이프 등 

고유한 양식의 전형에서 벗어난 디자이너의 상상력

이 재치있게 표현되었으며, 이는 새로움을 위한 역

사적인 디자인 방법의 차용이었다. 이 밖에 아프간 

시기, 시크 시기, 도그라 시기에 긴 직사각형과 정사

각형 숄에서 나타난 방사패턴은 현대에서 숄의 사각 

형태를 신체의 프레임을 활용하여 의상에 적용하는 

구조적 영감이 되었으며, 기하학의 대담한 면 분할은 

Division Fashion images

Irregular arrangement 

(22)

Fig. 51. Etro 2011 F/W.

Adapted from Firstviewkorea (2011). 

http://www.firstviewkorea.com

Fig. 52. Paul Smith 2016 F/W.

Adapted from Firstviewkorea (2016f). 

http://www.firstviewkorea.com

Table 4.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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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 집중을 유도하는 흥미 있는 구조의 활용 사례

이다. 17~19세기의 페이즐리 오너먼트는 문화와 문

화의 융합을 통하여, 페이즐리 오너먼트의 형상 이외

에도 꽃과 식물, 유기물, 선과 면의 추상적 기하학의 

모티브, 칼라 블록의 장식이 더해지며 디자인의 발

전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그 예로, 중국 화병

과 접시의 유기물이 등장하였고, 아라베스크 양식의 

차용으로 외곽선이 형성되었으며, 바로크 양식과의 

결합에 따른 원형의 왜곡이 있었다. 구조면에서는, 대

칭의 평행이동에 국한되어 있었던 ‘방향의 변형’은 

방사패턴에서 대칭의 회전, 반사, 이동반사를 사용하

여 변화하였다. 2010년대에도 이 같은 디자인 방법의 

차용으로 ‘다른 모티브와의 복합구조’에서 나타났다.

이슬람 문화에서 전이된 원뿔형의 페이즐리 오너

먼트는 다양한 융합 과정을 통하여 ‘카자르 보테’와 

‘스위핑 보테’라는 새로운 예술양식을 만들어내었다. 

이는 다양한 민족의 문화가 융합하여 만들어낸 혁신

으로서 새로움을 추구하는 디자인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전이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변함없이 활용되고 

있었다.

Fig. 53. Contemporary characteristics of paisley ornament in fashion of 201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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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페이즐리 오너먼트의 현대적 특징

1) 신체 기준 중심선의 이등분 구조

모티브 변화에 나타난 ‘대칭 반사의 한 쌍의 모티

브’와 패턴의 변화에 나타난 ‘반사패턴’은 페이즐리 

오너먼트가 신체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 이등분

되어 같은 거리에 모티브가 위치하는 대칭 방법이

다. 의상에서 페이즐리 오너먼트가 양어깨나 가슴, 전

체 몸통 등에 양분되어 배치된다. 중심에서 좌우의 

같은 간격에 나타나는 모티브의 공간에 따라 다양한 

심미적 집중을 유도하는데, 이등분된 모티브의 반사

된 복제는 규칙적이나, 신체의 프레임에 따라 모티브

와 패턴의 크기, 방향, 비율의 조절이 디자이너에 의

해 결정되는 자유로움이 있다. 이는 현대 디자인에 새

롭게 나타난 모티브와 패턴 변화의 진보된 활용 방

법으로서 2000년대 후반부터 패션텍스타일에 나타

난 새로운 구조이다. 비교적 큰 비율의 모티브가 신

체 프레임에서 잘린 구조로 나타나지만, 허공에서 연

속된 모티브를 상상할 수 있는 방사패턴과 유사하다. 

페이즐리 오너먼트를 브랜드 정체성으로 사용하고 

있는 에트로에서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 구조이지만, 

안토니오 베르라디, 알투자라, 마니시 아로라 등의 

디자인에서 나타났다. 신체구조를 창의적으로 활용

한 반사패턴은 모티브의 시각적 집중과 긴장을 유도

하고, 평면디자인을 통해 입체적 의상에 균형과 볼

륨을 통한 심미성을 준다.

2) 확장된 1리핏의 복합구조

‘페이즐리 형상들의 복합구조’의 모티브 변화에 

나타난 페이즐리 오너먼트는 대칭의 평행이동, 회전, 

반사, 이동반사로 모티브를 다량 복제하여 불규칙배

열을 통한 1리핏의 무리 군을 만들고, 이 1리핏을 규

칙적으로 반복배열하면 불규칙배열과 규칙배열이 

함께 있는 복합구조가 형성된다. 역사적으로 무굴 시

기와 아프간 시기의 카슈미르 숄의 구조는 단수의 

혹은 2개의 복제된 모티브들이 대칭의 평행이동을 

통해 교차로 위치하는 구조였고, 시크 시기와 도그라 

시기에는 대칭의 회전, 반사, 이동반사가 추가되어 

방향성은 나타났지만, 모티브는 사각의 방사구조 안

에서 직립 배치였다. 그러나 현대 패션에 나타난 확

장된 1리핏의 복합구조는 다양한 방향성을 지닌 모

티브가 흐트러져 배열되기 때문에 모티브가 직립한 

규칙배열에서 나타나는 경직된 절제에서 벗어나, 유

기적 형상의 페이즐리 오너먼트와 어우러져 생동감 

있는 율동감과 긴장이 공존하는 조형미를 지니게 된

다. 다만, 기존의 패션텍스타일 디자인에서 1리핏 안

의 모티브 개수와 비교해 볼 때, 2010년대 페이즐리 

의상에 나타난 1리핏의 무리에서 다량의 복제와 반

복으로 거대하게 확장된 모습을 볼 수 있다. 대표적 디

자이너로는 마니시 아로라, 델포조, 에밀리오 푸치, 

리차드 퀸(Richard Quinn) 등이 있다. 이는 모티브를 

대칭의 평행이동, 회전, 반사, 이동반사로 빠르고 쉽

게 전환할 수 있는 기술의 발전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의 디자인은 같은 모티브라 하더라도 

이를 모두 일일이 그림으로 그리는 수작업을 하였고, 

방법의 진화 후, 복사기를 사용하여 패턴을 기획하고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컴퓨터 프로그

램 기술의 발전이 이 과정을 생략하게 하였고, 디자

인된 모티브를 무제한으로 복제하여 대칭으로 전환

할 수 있는 빠르고 편리한 기술을 사용한다.

3) 엔지니어드 배열의 자유구조

‘불규칙의 자유배열’의 엔지니어드 배열의 패턴 변

화에 나타난 페이즐리 오너먼트는 신체의 프레임 안

에서 모티브와 패턴을 자유롭게 배치하여 의상의 장

식 효과를 극대화한다. 이는 신체의 프레임에서 모티

브의 크기, 방향, 비율, 공간이 고려된 규칙과 불규칙 

패턴이 함께 나타날 수 있는 자유로운 디자인으로서 

디자이너가 지닌 경력과 재능에서 나오는 미적 능력

은 작품에 직접적인 시각 효과로 나타난다. 과거에 

사용된 엔지니어드 배열은 디자인의 설계가 쉬운 니

트, 비딩, 자수 기법이 많이 사용되었으나, 현대에는 

정확한 수치가 요구되는 프린트 기법이 많이 사용되

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각적 심미성이 고려된 모티

브와 패턴의 적용이 자유로워야 하고, 신체 사이즈

에 따른 모티브 비율의 설계도 정확해야 한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모티브와 패턴의 자유로운 배치와 정확

한 수치에 따른 디자인의 비율 변환을 쉽게 시뮬레이

션 할 수 있으므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인다.

IV. 결   론

패션텍스타일 분야에서 예술적 영감으로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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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인도의 카슈미르 숄에 나타난 페이즐리 오너

먼트의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2010년대 패션에 나

타난 페이즐리 오너먼트의 분석을 통해 페이즐리 오

너먼트가 지닌 현대적 특성을 도출하였다. 우선  2010년

대 패션에 나타난 페이즐리 오너먼트의 모티브 변화

와 패턴 변화의 유형을 분류하였는데, 모티브 변화에

서는 ‘보디와 코이프의 기본구조’, ‘기본구조에서 벗

어난 형상’, ‘페이즐리 오너먼트 형상들의 복합구조’, 

‘다른 모티브와의 복합구조’, ‘대칭 반사의 한 쌍의 

모티브’가 나타났고, 패턴 변화에서는 ‘규칙적 반복

배열’, ‘불규칙과 규칙의 복합배열’, ‘불규칙의 자유

배열’이 나타났다. 이를 카슈미르 숄에 나타난 페이즐

리 오너먼트와 분석한 결과, 페이즐리 오너먼트의 현

대적 특징은 ‘신체 기준 중심선의 이등분 구조’, ‘확

장된 1리핏의 복합구조’, ‘엔지니어드 배열의 자유구

조’로 도출되었다. 디자이너의 경력과 재능에 따라 

사용되는 대칭의 평행이동, 회전, 반사, 이동반사는 

신체의 프레임 안에서 크기, 방향, 비율, 공간이 고려

된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되어 집중, 긴장, 균형, 율동

감 등의 조형미로 표현된다. 현대 패션에 나타난 대

칭 반사, 확장된 1리핏의 규칙배열, 엔지니어드 배열

은 경직된 절제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디자인을 표현

하게 하였으며, 이는 모두 컴퓨터 프로그램의 발달

로 인한 기술의 진보에 의한 것으로서 빠르고 쉬운 

대칭의 전환, 정확한 수치에 따른 비율 변환, 쉬운 복

제와 변형 등을 통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디

자인의 효율성을 지니게 한다.

2010년대에 나타난 페이즐리 오너먼트의 현대적 

특징을 통하여 디자이너의 미적 재능과 전문성은 혁

신적인 디자인 개발을 위한 필요요건임을 인지할 수 

있다. 본 연구가 패션텍스타일 디자인의 전문성이 

상실되어가는 현실 속에서, 시대를 초월한 다양한 문

화, 전통, 예술, 종교의 이해와 사고를 통하여, 폭넓은 

주제 해석과 콘셉트 설정을 디자인에 활용할 수 있

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후속연구와 교육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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