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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figure out the usage of the modular system in other fields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empirical study, analyze its structural method in fashion. After analyzing architecture & product-related books, the 
Internet data and previous studies, the modular system’s five structural methods were obtained. Then, 991 photos 
of women’s clothes from 2003 to 2014 were collected through the fashion websites in Korea and abroad.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following five structures were derived: assembling structure, 
overlapping structure, arrangement structure, inserting structure and folding structure. Second, according to analysis 
on the structural method of the modular system in modern fashion, overlapping structure (34%) was the most 
common. Third, in fashion, the use of fastener for installation and removal is important for assembling structure. 
In terms of overlapping structure, 3D volume by vertical accumulation was commonly observed. Arrangement 
structure revealed a horizontal and flat shape through simple arrangement. In inserting structure, on the contrary, 
non-standardized modules were used as a part of clothes or decorative elements. In folding structure, origami 
technique for reduction and expansion was used. 

Keywords: modular system(모듈러 시스템), assembling structure(조립구조), overlapping structure(중첩구조), 
arrangement structure(배열구조), inserting structure(삽입구조), folding structure(접이구조) 

 

I. Introduction

건축에서 출발한 치수 개념인 모듈러 시스템은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새롭고 다양한 디자인을 만

들어낼 수 있는 표현 방식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고 

있다. 조합되어 완성된 형태를 통해서 기능의 확장, 
호환성, 사용자의 다양한 욕구에 맞추어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래 모듈러 시스템은 단

순화, 규격화를 통해 대량 생산을 용이하게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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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시작되었지만, 오히려 현대 사회에서는 대량 

생산으로는 충족시킬 수 없는 다양한 소비자의 요

구를 수용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 구성 요소간의 

상관관계에 따르는 문제를 해결하는 코디네이터라

는 개념으로 모듈을 적용하여 제품이나 의복에서

의 소형화, 경량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모듈러 시

스템은 활용 영역에 따라서 이해 범위와 활용도가 

확대되어 다양한 방법과 디자인으로 제시되고 있

다. 모듈러 시스템에 나타나는 조합의 방법은 단순

하게 몇 가지의 방식으로는 단정 지을 수 없다

(Park, 2008). 그것은 모듈의 응용을 통한 디자인의 

확대 작업이며, 조형적 구성과 일정하게 정해진 형

식에 따라 다양한 표현 방법을 무한하게 이끌어낼 

수 있다.  
모듈의 개념이 대두된 것은 건축 분야이며, 모듈

러 시스템의 활발한 적용도 주로 건축과 제품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모듈러 시스템과 연관

된 선행 연구는 대부분이 가변성, 가변형 또는 가

변 시스템의 일부분으로만 국한시켜 논의되고 있

었으며, 특히 모듈러 시스템에 관한 패션 디자인 

연구는 타 영역에 비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

다. 패션 디자인에 모듈러 시스템을 적용하고 활용

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구조의 재해석이 필요하

며, 기본 모듈의 근본적인 차별화와 조합의 의미 

또한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유연한 

표현 방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모듈러 시스템에 관한 문헌 연구

와 건축․제품에서의 사례 조사를 통한 실증적 연

구를 수행하여 타 영역에서의 활용 방안을 알아보

고, 모듈러 시스템의 구조 방식의 분석 기준을 마

련하였다. 이를 적용하여 패션 디자인에서 나타난 

모듈러 시스템의 구조 방식을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Background

1. Modular system
  
1) Conception
원래 ‘모듈(module)’이라는 말은 그리스의 고대 

건축물들과 신전의 기둥에서 하부 굵기를 1 Module

로 설정하고, 다른 부분을 이 길이와 비례하게 디

자인하는 데에서 모듈의 개념이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Kwon, 2002).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르 

꼬르뷔지에(Le Courbusier)에 의해 ‘황금 분할(section 
d'or)’의 관념과 결부하여 새롭게 해석한 것이 ‘모듈

러(Modulor)’라고 할 수 있다. ‘모듈러(Modular)’ 개
념은 건축에서 출발하였지만, 이후 다양한 분야의 

디자인에 응용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모듈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MIT 슬론 스쿨(MIT 

Sloan School of Management) Fixon(2007) 교수는 

제품 모듈을 주제로 삼고 있는 공학 및 경연 분야

의 논문을 광범위하게 조사한 바 있는데, 이 조사 

결과에서 학자의 관점에 따라 모듈 개념이 다양하

게 사용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Jeong 재인용, 2008). 
시스템은 전체의 의미로 특정한 기능을 갖기 위해 

여러 가지 하위 기능들을 통합화하는 것을 말하며, 
시스템을 구성하여 조직하는 과정에서 모듈을 사

용하여 시스템의 상호 관련성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을 ‘모듈러 시스템’이라고 

한다(Ahn, 2005). 모듈을 의미하는 기준 치수와 모

듈러 척도를 사용하여 건축 전반에 계획의 용이성, 
시공의 용이성, 경제성을 부여하면서 미적인 질서를 

이루려는 것을 건축에서는 ‘모듈러 시스템(Modular 
System)’, ‘모듈러 코디네이션(Modular Coordination)’, 
‘모듈러 에셈블리(Modular Assembly System)’, ‘모
듈러 건축(Modular Construction)’, ‘모듈러 하우징

(Modular Housing)’ 등의 용어들로 혼용하여 사용

하고 있었다. 모듈화 제품 구조 영역에서는 주로 ‘모
듈화(Modularlity)’라는 용어가 모듈러 시스템의 개

념으로 통용되고 있었으며, Lee(2007)는 ‘모듈화’란 

독립적으로 설계가 가능하며, 하나로 합치더라도 

전체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하위 시

스템들을 개발한 뒤, 이를 적절히 조합하여 완제품

이나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고 하

였다. 따라서 모듈러 시스템의 활용을 통해 조합과 

분리를 통한 다양한 기능을 창출하고, 변환을 통해 

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처를 할 수 있으며, 용도에 

따른 부품 교체화와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

시킬 수 있다(Go, 2006). 각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

는 용어와 정의는 다양하지만, 이를 종합해 보면 



124 현대 패션디자인에 표현된 모듈러 시스템의 구조방식 복식문화연구

－ 778 －

모듈러 시스템은 2개 이상의 모듈이 다양한 조합을 

통해 구성되는 형태로서, 각 부분들이 구조성을 가

지고 상호 작용을 통해 나머지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재구성될 수 있는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2) Advanced research analysis 
모듈러 시스템에 관한 논의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분야마다 다루는 의미와 용어의 차이가 존재

한다. 건축에서 모듈러 시스템이라는 주제로 연구

되고 있는 내용들은 가변적 건축의 다양한 방법들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모듈 방식으로 국한되어 있

었다. 모듈러 시스템은 실질적으로 건축 분야에서

는 모듈방식 자체를 ‘모둘러 시스템’이라 칭하며, 
‘모듈러 어셈블리’나 ‘모듈러 코디네이션’이라고도 

하는 유닛의 결합 구성 방식에 관하여 논의되고 있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건축에서의 모듈러 시

스템에 관한 연구는 제품과 패션에 비해 양적으로

는 많지만, 분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가 매우 

미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Yoon(2006)과 Kim(2012)
은 모듈러건축을 분류하고 특성에 관한 연구를 진

행하였으나, 디자인의 측면에서보다는 시공을 위한 

모듈의 형태적인 분류 측면에서 이루어졌으며, 구
조용 모듈과 유닛 형태의 구조로 나누고, 구조용 

모듈은 코너 지지형과 내력 벽체형으로 분류하며, 
유닛형태의 모듈을 닫힌 유닛, 열린 유닛 그리고 

설비유닛으로 분류하였다.
제품에 있어서의 모듈 구조의 각각의 방식은 기

능 요소와 인터페이스 방식의 정의에 따라 달라진

다. Bae(2005)는 이들 방식의 차이를 모듈들간의 

상호작용 및 유기적 관계에 따라 슬롯(slot), 버스

(bus), 섹셔널(sectional)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하였

으며, Go(2006)은 제품, 서비스의 여섯 가지 모듈화 

유형을 Ulrich and Tung(1991)의 이론에 의해 구성 

요소 공유형 모듈화(Component-Sharing Modularity), 
구성 요소 교환형 모듈화(Component-Swapping Mo-
dularity), 맞춤형 모듈화(Cut-To-Fit Modularity), 혼
합형 모듈화(Mix Modularity), 버스형 모듈화(Bus 
Modularity), 조립형 모듈화(Sectional Modularity)로 

나누었다. 
모듈러 시스템에 관한 패션 디자인 연구는 타 영

역에 비해 연구사례가 더욱 부족한 실정이다. Yang 

(2008)과 Son(2012)은 건축의 모듈러 시스템과 패

션에서의 모듈러 시스템을 비교해서 설명하였는데, 
Yang(2008)의 연구에서는 패션과 건축에서의 모듈

러 시스템만을 다루었으며, 패션의 모듈러 시스템

을 폴딩 방식과 모듈 방식으로 크게 나누고, 이중

에서 모듈 방식을 다시 레이어링 시스템, 컴바인 

시스템, 레고 시스템으로 세분화하였다. Son(2012)
은 패션에서의 모듈러 시스템을 폴딩 시스템, 레이

어링 시스템, 컴바인 시스템, 컨테이닝 시스템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작품을 제작하였지만, 공기주입

형 다기능 재킷에만 국한하여 연구하였다. 모듈러 

시스템을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 Kim(2006)은 세 가

지 브랜드를 통해서만, Yang(2008)은 세 명의 디자

이너를 통해서만 진행하였기 때문에 패션 전반에

서 나타나는 모듈러 시스템의 구조방식을 파악하

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2. Modular system in architecture
건축에서의 모듈러 시스템은 공기 단축, 건축물

의 이동 및 재사용, 공사비 절감을 목적으로 공장

에서 생산한 건축 모듈을 현장에서 조립하는 건축 

시스템이며, 시공 공법으로 건축의 복잡한 과정을 

공장 제작으로 표준화 효율화 시키는 동시에, 현장 

작업을 최소화 하는 친환경 건축 시스템이다(Jee, 
2012). 모듈의 실제 적용이 가능한 체계는 구조 시

스템에 의해서 발견되는 구조 모듈(Structural Module)
과 내부의 실생활에서 발견되는 공간 모듈(Space 
Module) 등 두 가지로 분류된다(Lee & Kim, 2000). 
건축 모듈들의 활용 방식은 크게 수직 방향의 모듈

러 시스템과 수평 방향의 모듈러 시스템으로 나누

어 살펴볼 수 있다. 
고정적인 수직 조합은 아파트의 구조와 같이 동

일한 유닛이 쌓여 올라가는 형태를 예로 들 수 있

다. 이러한 수직 축적 방식은 건축물이 밀집된 도

시에서 효율적인 공간을 창출하는 대표적 구성 방

식이다. 일본 메타볼리즘(Metabolism)의 건축가 키

쇼 쿠로카와(Kisho Kurokawa)가 설계한 나가긴 캡

슐 타워(Nakagin Capsule Tower)는 두 개의 타워에 

나선형 형태로 캡슐이 부착되어 공장에서 조립식으

로 유닛을 제작하여 기중기로 하나씩 들어 올린 후 

타워에 플러그 인(Plug-in)시켜 완성하였다(Fig. 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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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렉 린(Greg Lynn)에 의해 만들어진, Blobwall 
가설건물은 벽돌과 같은 전통적인 건축 자재 대신 

독립적으로 실내와 실외의 벽에 사용 가능한 시스

템이다(Fig. 1b). 각각의 모듈은 저밀도의 재활용이 

가능하며, 충격에 강한 폴리머(polymer)를 자동 기

계 장치로 재단하여 만든다. 모듈들은 수평 방향으

로 반복적으로 결합되어 원하는 모양으로 변형이 

가능하고, 결합 정도에 따라 공간의 확장이 이루어

진다. 전통적인 건축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단위인 

벽돌을 새로운 소재의 컬러풀한 플라스틱으로 만

들어진 경량체 모듈형 요소로 전환하여 혁신적이

고 다양한 재해석을 시도했다. 
움직임을 통해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건축에서

의 모듈러 시스템은 건축물 전체의 움직임이나 변

화보다는 용도에 따라 부분적으로 이용되는 동적 

시스템인 경우가 더 많다(Yang, 2008). 반 시게루

(Ban Shigeru)가 2000년에 설계한 컨테이너 주택 

형태인 네이키드 하우스(Naked House)는 내부 공

간에 4개의 움직이는 박스를 삽입하여 넓은 공간을 

필요에 따라 나누거나 통합하여 활용이 가능하도

록 만든 모듈러 시스템 건축이다(Fig. 1c). 
모듈형 건축물은 사용자가 어떤 장소로든 거주

지를 옮겨도 최소한의 노력으로 다시 설치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디자이너 알베르토 라라(Alberto 
Lara)와 폴라 노게론(Paula Nogueron)가 구상한 태

양열 조립식 모듈 기반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주거 

단위인 ADEX는 자급 자족 형태의 친환경 요인을 

갖고 있는 건축이다(Fig. 1d). 이 주거 단위는 이동

Vertical accumulation: 
Overlapping structure

Horizontal accumulation: 
Arrangement structure Inserting structure Movement structure Folding structure

<Fig. 1a> Nakagin 
Capsule Tower, 1971. 
From http://www. 
businessinsider.com

<Fig. 1b> BLOBWALL: 
modular building 
system. From http:// 
www.ecofriend.com

<Fig. 1c> Naked 
House, Ban Shigeru, 
2000. From http:// 
detail-online.com

<Fig. 1d> ADEX, 
Alberto Lara & Paula 
Nogueron. From http:// 
www.ecofriend.com

<Fig. 1e> Softwall, 
soft Blocks modular 
system, 2003. From 
http:// molodesign.com

<Fig. 1> Structural method for case analysis in architecture design

생활을 위해 자체적으로 그리고 주거 공간을 둘러

싸고 있는 천연 자원을 통해 영양을 공급받는 자급 

자족력을 갖는 모듈러 시스템으로 시공되었다. 각
각의 삼각형 모듈은 독립형 장치를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광전지를 사용하여 

태양 에너지를 수집하여 전기를 제공한다. 거주자

에 의해 발생하는 폐기물들은 재활용될 수 있는 천

연 가스와 천연 비료를 만드는데 사용된다.
몰로디자인(Molodesign)이 2003년 개발한 ‘softwall, 

soft Blocks modular system’은 광활한 지역에서 더 

친밀한 공간을 형성하기 위해 자유롭게 확장과 수

축을 할 수 있는 유연한 접이식 독립형 파티션 시

스템이다. 연질 반투명 또는 불투명 버전은 공간의 

빛을 조각하는 동시에 ‘softwall+softblock’의 성글

게 짜인 구조는 소리를 꺾는 역할을 한다(Fig. 1e). 
재활용 섬유로 만들어진 크래프트(Kraft paper)는 뻣

뻣하고 강력한 표백 종이로써 방화 효과가 있다. 
주름 구조로 인해 유연한 변형이 가능한 이 벽체 

시스템은 가변형 건축의 실내 구성요소로 활용이 

가능하며, 모듈화 되어 있어 높이나 형태의 변형과 

위치 이동이 자유롭다. 건축에서 나타난 모듈러 시

스템의 사례들에서 나타난 특징들을 바탕으로 분

류하여 정리한 구조방식은 <Fig. 1>과 같다.

3. Modular system in product
기계나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이 독립적으로 분

해 가능하고, 그 기능성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다양

하고 새로운 구성으로 재결합될 수 있을 때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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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모듈화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Sanchez, 
1995). 구성 요소들이 이질적일수록 시스템의 모듈

화는 증대된다. 구체적으로 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기술적인 옵션들의 다양성이 크거나, 구성 요소의 

차별화가 클수록 모듈화 시스템은 더 큰 장점을 지

니게 된다(Jacobides, 1997). 모듈러 시스템의 디자

인들은 어느 한 가지의 모듈화 방식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모듈화 방식이 혼재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중에서도 조립구

조는 모든 모듈러 시스템의 구조방식 가운데 가장 

폭넓은 수준의 다양성과 선택 요소를 제공한다(Kim, 
2011). 조립구조의 모듈화는 여러 구성 요소가 표

준적인 접촉면을 통해 서로 연결될 수만 있다면 그 

수가 몇이든 형태가 어떻든 구성 요소를 임의의 방

식으로 배열할 수 있다. 모듈러 시스템의 조립구조

는 상품의 구조 자체를 다양하게 바꿀 수 있기 때

문에 다양성의 특면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반면에 실행하기가 가장 어

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맥포머스(Magformers)는 수학 도형을 기반으로 구

성된 교구로, 단순한 기하학적 도형을 기본으로 하

는 피스(piece)들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적인 조립

형 모듈화 제품인 레고 블록처럼 피스를 끼워서 조

립하고 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형 내부에 있

는 네오디뮴(neodymium) 마그넷을 사용한 자성체

가 회전 현상을 일으켜, 극에 상관없이 도형의 모든 

부분이 서로 붙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평면에서 입

체로 어느 방향이든 360도 연결이 가능하다(Fig. 2a). 
MIO사의 모듈형 파티션은 다양한 컬러로 구성

된 동일한 판지 형태의 유닛들은 각각의 유닛에 있

는 틈새에 끼우거나 빼는 방법으로 목적에 따라 조

립과 분해를 할 수 있다(Fig. 2b). 재활용된 이중 판

지 형태의 모듈 구성 시스템은 기존 구조를 손상시

키지 않으며, 별도의 도구 없이 독립형, 조각 형태

의 스크린, 임시 파티션으로 바꿀 수 있다. 사용자

의 필요에 따라 자유로운 축적이 가능한 모듈형 제

품이다. 또한 도구나 장비 없이 모듈들을 반복적으

로 결합하고 축적하여 확장시켜 룸이나 디스플레

이 공간을 만들 수도 있다.
마이클 알비스(Michael Alvisse)는 상호작용할 수 

있는 퍼즐형 변형 가구 형태로 배열구조의 모듈러 가

구를 디자인했다(Fig. 2c). 퍼즐 모듈은 하나의 모듈 

자체만으로도 의자나 테이블로서의 독립적인 기능

을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듈들의 조합에 따

라 대형 가구로서의 기능까지 가능하며 놓는 위치

나 각도에 따라 형태의 다양한 변형이 이루어지는 

배열 구조이다. 자연 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한 모듈 

요소들은 소파, 의자, 테이블, 침대, 또는 단순히 부

드러운 조각 등의 역할로 배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표준적인 제품, 서비스가 변화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삽입 교환구조는 다른 모든 것을 표준 

구조에 연결할 수 있는 구성 요소로 모듈화하는 것

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BMW Design works USA
와 Thermaltake사가 합작으로 디자인한 PC 케이스

의 시제품인 ‘Level 10’은 컴퓨터의 개별 컴포넌트

를 베이스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개별 구획하여 설

치할 수 있다(Fig. 2d). 각 PC의 구성 요소들이 각각 

자신의 모듈화된 인클로저(enclosure)를 갖고 있는

데, 강력한 수직 방열판과 수평적으로 이어진 개별 

구성 요소의 비대칭 배열은 강한 건축적인 이미지

를 보여준다. PC의 구성 요소들은 본체에서 분리되

어도 각각 개별적으로 활용 가능하고 어떤 본체에 

삽입과 교환되느냐에 따라 변화된다.
제품 디자인의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Mass Custo-

mization)은 가변성을 상품의 디자인에 통합시키는 

것이다. 대부분의 벽지들이 2D를 고수하는 반면에, 
Mio사의 서로 다른 패턴과 컬러를 가지는 벽체 패

널들은 새로운 초경량 소재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3D 구조를 갖는다. 여러 개의 타일들은 모듈화되어 

어떤 반복 패턴으로 붙이는가에 따라 입체적인 패

턴으로 공간을 더욱 창조적으로 꾸밀 수 있게 하며, 
사용자가 타일을 주문 제작하거나 부착된 타일의 

방향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다양

한 패턴과 디자인의 믹스 앤 매치가 가능하도록 해

준다(Fig. 2e).
보아스 멘델(Boaz Mendel)의 루프 의자(Loop Chair)

는 하나의 아이템 가격에 12가지 형태와 기능을 제

공하는 모듈형 디자인이다(Fig. 2f). 7개의 모듈로 

구성된 루프 의자는 접이 구조방식이 갖는 유연성

으로 인해 다양한 크기와 모양으로 변형될 수 있어

서 의자나 책장, 테이블 등의 여러 가지 기능을 제

공한다. 서로 다른 길이로 구성된 7개의 모듈형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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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mbling 
structure

Accumulation 
structure 

Arrangement 
structure

Inserting switching 
structure 

Customization
structure Folding structure

<Fig. 2a> Mag-
formers. From 
http://www.magfor
mers.co.kr

<Fig. 2b> MIO- 
Nomad Modular 
Partitions. From 
http://mioculture.
com

<Fig. 2c> Puzzling 
Transformer 
Furniture. From 
http://www.trend 
hunter.com

<Fig. 2d> Thermal 
Take Level 10. 
From http://forums. 
vr-zone.com

<Fig. 2e> Recycle 
Paper, Mio. From 
http://mioculture.
com

<Fig. 2f> Modular 
Loop Chair. From 
http://www.green
prophet.com

<Fig. 2> Structural method for case analysis in product design

드는 경첩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누구나 간단한 조

작을 통해 원하는 모양으로 형태를 바꿀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제품디자인에서 나타난 모듈러 시

스템의 사례들에서 나타난 특징들을 바탕으로 분

류한 구조방식은 <Fig. 2>와 같다. 

III. Methods

통용되는 범주 안에서, 모듈러 시스템에 관하여 

혼용되고 있는 개념들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사

료된다. 이에 본 연구자는 모듈의 개념과 모듈러 

시스템에 대해서 가장 깊이 그리고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 제품 디자인의 분야의 선행 

연구와 사례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타당성이 있는 

개념 정립을 하고, 이를 패션 분야의 특성을 감안

하여 사례 분석에 적용하고자 한다. 모듈러 시스템

과 관련된 국내외 전문 서적과 건축, 제품, 패션 관

련 논문, 학술지 등의 선행 연구를 통해서 본 연구

의 주요한 범주가 되는 모듈러 시스템에 대하여 일

반적인 고찰을 하여 모듈러 시스템에 관한 일반적

인 개념과 정의에 대해 정리하였다. 선행연구를 통

한 문헌 연구와 건축과 제품의 모듈러 시스템 사례 

분석을 통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공통적으로 나타

나는 유사개념과 공통점을 추출하여 구조 방식을 

분류하여 패션에 나타난 사례들을 분석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선행 연구를 분석한 결과, 같은 분야 내에서는 용

어 사용에 있어 근소한 차이를 두고 비슷하게 적용

하는 면이 있었지만, 건축, 제품 그리고 패션의 분

야를 서로 비교해 보면 유사한 내용임에도 불구하

고, 사용하는 용어에는 차이가 있었다. 분야별로 용

어 표현의 차이는 분야의 전문성이 내포되어 나타

났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사례 분석을 통해 나

타난 구조 방식과 연관성이 있었으며, 그 관계는 

<Fig. 3>과 같다. 패션 디자인에 적용하기 위한 분

석 기준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건축에서만 보이는 

이동 구조와 제품에서만 나타난 맞춤 구조는 제외

하였으며, 건축에 있어서 축적과 배열은 근본적으

로 유닛들 간의 결합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구조이

므로 별도로 조립구조라는 용어로 분류한 것은 없

지만, 제품에서의 모듈러 시스템 구조와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분석 기준에 포함하였다. 또한 

Son(2012)의 연구에서 제시한 분류 기준을 수정 보

완하여 수직적 축적을 중첩의 의미로, 수평적 축적

을 배열의 의미로 적용하였다. 건축 분야의 경우, 
모듈러 시스템을 이루는 구조 방식에 관한 분류보

다는 기본 단위가 되는 유닛의 형태와 구조만을 분

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사례 분석과

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구조 방식을 도출하였다. 선
행 연구에서는 건축과 제품 모두에서 접이구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으나, 본 연구자가 사례 

조사를 위해 수집한 자료들과 선행 연구에서 제시

된 사례들의 경우에는 모듈화된 유닛들의 접이구

조에 의한 표현방식들이 나타났으므로 이를 분류

기준에 추가하였다. 
건축과 제품 분야 모두에서 나타나는 구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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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Generation process of structural method for case analysis in fashion design 

만을 선별하여 추출한 결과, 조립구조, 중첩구조, 
배열구조, 삽입구조, 접이구조의 다섯 가지로 나타

났으며, 이들 방식을 활용하여 다음 장의 패션 디

자인에서 나타나는 모듈러 시스템의 사례를 분석

하고, 또 패션 분야에서 나타나는 구조 방식을 조

사 분석하고자 하였다. 모듈러 시스템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언급된 디자이너 7명, 건축적 디자인과 

가변적 디자인의 선행 연구에서 선별된 디자이너 

21명, 신진 디자이너 22명으로 구성된 50명의 디자

이너의 작품들이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패션 디자

인 분야에서 시도된 모듈러 시스템에 관한 선행 연

구의 범위 이후인 2003년 S/S부터 2014년 F/W까지 

12년간을 연구 범위로 설정하고, 국․내외 패션 전

문 웹 사이트를 활용하여 여성복 사진 자료를 수집

<Table 1> The appearance percentage of the structural method in fashion design 

Structural 
method

Assembling 
structure

Overlapping 
structure

Arrangement 
structure

Inserting 
structure 

Folding 
structure

Total(pcs) 201 337 301 73 79

Percentage(%) 20.3 34.0 30.4 7.3 8.0

하였다. 연구자에 의해 1차 수집된 사진 자료인 총 

1,347장에 대하여 의류학 전공 박사 7인으로 구성

된 전문가 집단의 검증을 시행하여 최종 선별된 

991장의 사례를 도출된 구조방식의 분류 기준에 따

라 분석하였다. 

IV. Results and Discussion

선행 연구와 사례 분석 통해 도출된 현대 패션에 

나타난 모듈러 시스템의 구조 방식인 조립구조, 중
첩구조, 배열구조, 삽입구조, 접이구조의 분류 기준

에 의해 전문가 집단에서 선택한 991장의 사진 사

례들을 분석한 결과, 중첩구조(34%)가 가장 많이 나

타났고, 배열구조(30.4%), 조립구조(20.3%), 접이구



Vol. 22, No. 5 윤정아․이연희 129

－ 783 －

조(8%), 삽입구조(7.3%)의 순서로 나타났다(Table 1). 
전체적으로 중첩구조와 배열구조가 압도적으로 많

고, 접이구조와 삽입구조의 비율은 매우 낮은 편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디자인을 기획하고 실

물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조립구조, 접이구조, 삽입

구조는 중첩구조와 배열구조에 비해 구성방법에 

대한 철저한 의도와 계획이 요구되고, 제작과정 상

에서 난이도가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1. Assembling structure
조립은 ‘여러 부품을 하나의 구조물로 짜 맞춤’

을 의미하여(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2014), 여러 부품이라는 것은 모듈러 시스템의 경

우 모듈을 의미한다. 모듈화된 의상은 부분이나 전

체를 탈, 부착할 수 있거나, 다른 형태로 변형할 수 

있다. 조립구조는 의복 내에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아이템 자체의 전환을 위해 주로 쓰이는 방법이기

도 하다. 의복 구성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분리시

키는 경우는 새로운 조합이 되고, 분리된 부분은 

자체로서 아이템의 전환도 가능하다. 이것은 디자

인의 형태가 사전에 계획되고, 디자이너의 감성이

나 감각보다는 치밀한 사전 계획 하에 계산되는 형

태 구성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디자인 개발이나 제

작 과정의 난이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건축이나 제품에서 나타나는 조립구조와는 달리 

복식에서 조립과 분해는 탈, 부착 방식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탈, 부착을 위해서 주로 지퍼, 단추, 
스냅 등의 패스너가 가장 많이 활용되었다. 조립이 

가능한 구조는 각각의 요소들의 분리가 가능하며, 
그것으로 인해 변형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었

다. 패션에서의 모듈러 시스템 구조 방식은 일반적

으로 의복을 구성하는 몸판과 소매, 카라 등의 부

분들을 각각의 독립적인 패널로 보고, 구성요소들

의 조립과 분해를 의도한 작품이 주로 나타났다. 
또는 신체를 감싸는 면적을 분할하여 모듈화하고 

모듈들의 연결과 분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분리

와 연결을 통해 길이와 실루엣의 변화, 소재와 컬

러의 변화 등이 가능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몸판 

밑단이나 소매의 밑단부분과 소매 자체의 탈, 부착

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의복의 구성요소들을 모듈화하고, 조립과 분리가 

가능한 구조는 셀린느(Celline) 2003 S/S 컬렉션과 

A. F. 반데버스트(A. F. Vandevorst) 2010 F/W 컬렉

션에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다. 셀린느는 상의를 

구성하는 몸판의 패널과 소매 등을 모두 분리 가능

하도록 제작하고, 스냅으로 탈, 부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루엣의 변형이 가능한 디자인을 선보였

다(Fig. 4). 예를 들어 재킷이라는 아이템 내에서 장

식적인 주머니의 탈, 부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재킷에서 소매를 분리하면 베스트로의 아이템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반데버스트는 구조적인 실루엣

의 재킷이나 코트의 모든 구성 부분을 모듈화하여 

조립이 가능하도록 한 시리즈를 통해서 서로 다른 

재질과 컬러의 의상이라도 서로 부분을 교체하여 

조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Fig. 5). 그의 작품들의 

패널들은 다른 디자이너들과 달리 메탈 볼트(metal 
bolt)에 의해서 조립이 가능한 구조로 이루어졌다.

신체를 감싸는 면적을 분할하여 모듈화하고 모

듈들의 연결과 분리가 가능하게 한 사례들은 돌체 

앤 가바나(Dolce & Gabana)의 2003 F/W 컬렉션과 

파코 라반(Paco Rabanne)의 2004 S/S 컬렉션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났다. 돌체 앤 가바나는 저지 소재

를 활용하여 일정한 비율의 유사한 크기로 분할된 

조각들의 모듈들이 인체에 편안하게 밀착되도록 

하고, 스냅을 이용하여 모듈들을 조립하였다(Fig. 
6). 파코 라반은 돌체 앤 가바나와 유사한 방식이지

만 플라스틱과 금속 소재를 이용하여 건축적인 조

형미를 추구하였고, 모듈들을 연결하는 방식은 일

반적인 패스너가 아닌 금속 링이나 체인을 이용하

였다(Fig. 7).
미카엘 헤크맷(Michael Hekmat)이 이끌고 있는 

폴란드 브랜드 BLESSUS는 지퍼를 이용하여 착용

자의 취향에 맞게 수정할 수 있는 모듈형 의류를 

제작하고 있다. 컨실 지퍼(conceal zipper)로 제작된 

모듈형 의상은 바쁜 일상에서 하루에도 몇 가지 스

타일이 필요한 여성들을 고객으로 커스터마이제이

션되고 있다(Fig. 8). 컨실 지퍼를 활용하는 것은 캐

쥬얼 복장이 스마트한 근무복이 되거나 일상복이 

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뿐만 아니라 색상의 

조합이나 추가적인 의복 구성요소의 맞춤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어서 소비자는 제품의 구매를 확정

하기 전에 아이템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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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elline, 2003 S/S 
From www.firstviewkorea.com

<Fig. 5> A.F. Vandevorst, 
2010 F/W From www.sam 
sungdesign.net

<Fig. 6> D & G, 2003 
F/W From www.firstview 
korea.com

<Fig. 7> Paco Rabanne, 
2004 S/S, From www. 
firstviewkorea.com

<Fig. 8> Michael Hekmat. BLESSUS, 2011 S/S From http://magnifeco.com

모듈화된 다양한 디자인의 디테일 부분들을 선택

적으로 주문할 수 있다. 
제품 분야의 모듈러 시스템에 포함된 조립구조

에서는 음각부와 양각부를 끼워 맞춰 연결하고, 필
요에 따라 부분이나 전체를 분해하는 방식이 특징

적으로 나타났었는데, 패션에서도 이러한 방식이 

펠트나 가죽 소재를 이용하여 활용되고 있다. 별도

의 시접이 필요 없는 원단의 특성이 패스너를 이용

한 탈부착 방식보다 끼워 넣는 방식의 조립구조를 

활용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2차원의 평면적인 

소재의 모듈들의 연결로 인해 3차원의 구조물로 완

성하고, 이것을 착용하는 경우도 모듈러 시스템의 

조립구조로 나타났다.
허은석(Eunsuk Hur)은 모듈러 패턴과 형태를 창

조하는 데에 있어서 패션 디자인에서의 실용적인 적

용을 위해 대칭, 모자이크 세공(tessellations), 프랙탈 

기하학(fractal geometry)의 개념을 탐구해왔다. 주
로 레이저 커팅(Laser-cutting)을 이용해 펠트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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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Nomadic Wonderland, 2009 F/W From www.eunsukhur.com

죽으로 모듈러 조각들을 만들고, 자연적인 모티브 

형태를 띠고 있는 조각들의 유기적인 모양으로 형

성된 연결구조를 이용해 모듈들을 서로 연결시켰

다. ‘Nomadic Wonderland’의 작품들은 착용자의 의

지에 따라 결합되거나 분리될 수 있고, 이러한 모듈

러 조각들은 최종 사용자로 하여금 텍스타일(textile) 
제품의 변형이나 창조에 유연하게 접근하여 디자

인 프로세스에 참여하도록 해준다(Fig. 9). 사용자

의 의지에 따라 결합하거나 분해할 수 있는 연동 

조각들의 개발에 의해 결과물을 얻고 있는 것이다.

2. Overlapping structure
사전적 의미의 중첩(overlapping)은 ‘거듭 겹치거

나 포개어짐’, ‘여러 층이 겹쳐 있는 형태’를 뜻하

며, 축적(accumulation)은 ‘지식, 경험, 자금 따위를 

모아서 쌓음, 또는 모아서 쌓은 것’을 뜻하는데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2014), 본 

연구에서는 겹치는 부분이 존재하면서 수직적으로 

축적되는 구조를 모듈러 시스템에서의 중첩구조라

고 정의하고자 한다.
건축이나 제품에서의 중첩구조는 수직으로 겹쳐 

쌓아 둘 수 있는 구조로 보관상의 공간 점유율을 

낮출 수 있고, 공간 이동시 편리하며, 축적 방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형이 가능하다. 패션의 경우, 
축적과 중첩구조는 주로 입체적인 볼륨감의 변화

를 주거나, 새로운 형태를 구축하고, 소재와 디테일

의 표현 도구로 활용되었다. 중첩구조는 단순한 형

태들을 겹쳐서 쌓아 올린 방식으로 사각형의 원단

에 주름을 넣어 겹친 티어드 스커트(tiered skirt)의 

실루엣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사례 분석을 통해 

살펴본 모듈러 시스템 디자인에서의 중첩은 주로 

의복 자체를 모듈로 보고 중첩시키는 경우, 의복 

구성요소를 모듈로 보는 경우, 소재의 표면 재료들

을 모듈화하여 중첩시키는 경우로 크게 구분되어 

나타났다.
의복 구성요소를 모듈로 보는 경우의 사례들은 

구성요소 자체를 모듈로 보고, 요소들을 크기의 변

화를 주며, 반복적이고 규칙적으로 중첩시키거나, 
칼라, 소매, 몸판 등의 구성요소들을 불규칙하게 겹

쳐 쌓아 배치하는 경우와 의복의 어느 한 부분의 

디테일만을 강조하여 중첩시키는 경우 등으로 다

양하게 나타났다. 빅토르 앤 롤프(Victor & Rolf)는 

2010년 S/S의 작품에서는 중첩의 효과를 통해 비정

형적이고 비균형적으로 발달된 칼라, 소매와 네크

라인 실루엣들을 선보였다. 소매 형태와 스커트의 

햄라인은 반원의 형태로 구성하였고, 원 형태의 크

기를 달리하며, 점진적인 변화를 주며, 중첩시켜 인

체의 형태를 과장하여 표현하였다(Fig. 10). 그리고 

디테일의 크기를 규칙적으로 점증시키는 형태와 

달리, 서로 다른 형태와 크기를 가진 부분들을 중

첩시켜 표현하기도 하였다. 
영국의 아트 디렉터이자 레이디 가가(Lady Gaga)

의 의상 디자이너로도 유명한 페트라 토스(Petra Storrs)
가 발표한 2009 S/S의 작품은 어깨에 동일한 유닛

들을 반복적으로 얹어 올리면서 실루엣을 과장시

켜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하키나 풋볼을 연

상시키는 보호 룩을 연출하였다(Fig. 11). 어깨에 

활용된 모듈들은 바디 라인을 따라 유기적으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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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 커팅으로 제작하여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사이즈로 리듬감을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의복을 구성하는 전형적인 소매, 몸

판, 칼라 등의 구조와는 상관없이 단순한 도형 형

태들의 조합만으로도 인체에 입힐 수 있는 3차원

의 구조물이 가능하다는 것을 산드라 백룬드(Sandra 
Backlund)는 2009 S/S의 작품들을 통해 보여주었

다. 사각형의 모듈들은 스펀지와 같은 보조물이 삽

입되어 형성된 직육면체 자체만으로도 볼륨감을 

갖고 있으면서 수직적으로 축적되어 마치 인체 위

에 건축물들이 지어지고 집합해 있는 도시를 연상

시키도록 하는 효과를 얻었다(Fig. 12). 
소재의 표면 재료로서의 모듈들이 중첩되어 재

질감에 입체감과 유동성을 주는 경우에는 모듈화

된 소재의 재료들을 중첩시킴으로써 풍성한 실루

엣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상봉(Lie Sang Bong)은 

2008 S/S 파리 컬렉션에서 가볍고 투명한 오간자를 

원형의 동일한 모티브로 레이저 커팅하고 테두리

에 컬러의 그라데이션을 주어 유닛들을 제작하였

다(Fig. 13). 얇은 소재의 유닛들은 셀 수 없이 많은 

수의 층으로 겹쳐져서 작품으로 탄생하였는데, 모
듈들을 연결할 때 자유로운 움직임이 가능하도록 

일부분만을 고정하여 착용자가 움직이는 방향과 

동작에 따라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주었

다. 이상봉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모듈들의 조합은 

키네틱 아트의 역동성이 묻어나는 것들이다. 따라

서 모듈러 시스템을 활용한 디자인은 유동적인 특

성들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구조적인 특징이 있음

<Fig. 10> Victor & Rolf
2011 S/S, From www.sam 
sungdesign.net

 <Fig. 11> Piece by Petra 
Storrs, 2009 S/S From 
http://petrastorrs.com

<Fig. 12> Sandra 
Backlund, 2009 S/S. From 
www.sandrabacklund.com

<Fig. 13> Lie Sang Bong
2008 S/S. From www. 
samsungdesign.net

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Arrangement structure
배열이란 ‘일정한 차례나 간격에 따라 벌여 놓

음’을 의미하는 용어(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2014)로, 패션 분야의 모듈러 시스템은 

건축, 제품에서와 마찬가지로 배열구조가 가장 단

순한 구조로 나타나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모듈들

의 일차원적인 나열과 재배열로 표현되었다. 모듈

러 시스템의 배열구조가 중첩구조와 다른 점은 모

듈들이 수평적이고 평면적으로 놓인다는 것이다. 현
대 패션에 표현된 배열구조는 패치워크(patchwork) 
기법과 장식요소들의 배열과 의복 구성요소들의 배

열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었다. 단순한 기하학적 

도형을 모듈로 이용한 장식요소들을 배열하는 경

우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의복의 구성요소들이

라고 할 수 있는 몸판, 소매, 카라, 주머니, 후드 등

을 하나의 구성단위 모듈로 보고, 이러한 유닛들의 

해체와 재배열을 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모듈러 시스템에서는 기하학적이고 직선적인 모

듈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 존 리베(John Ribbe)
는 2004 F/W 컬렉션에서 패딩 모듈을 이용했는데, 
사각형의 모티브들은 몸판과 모듈에 붙인 벨크로 

때문에 탈, 부착이 가능하였고, 모듈들의 위치를 자

유롭게 배열하는 것도 가능하였다. 모듈들의 재배

열을 통해 새로운 형태를 창조하는 대표적인 사례

라고 하겠다(Fig. 14). 모듈이 된 모티브들을 강조

하기 위해 전체적인 실루엣은 절제되고, 컬러는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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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되었다. 
핸드 니트의 크로쉐(crochet)는 개별적인 모티브

를 짤 수 있는 기법으로 독립적인 각각의 모티브들

을 연결하면서 배열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을 가능

하게 한다. 다양한 형태의 모티브들은 개별적으로 

일상에서 코스터(coaster)로 쓰일 뿐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패브릭의 형태로 실내 인테리어에 장식

용으로도 쓰이기도 하며, 편성물로 의상에서도 여

러 가지 아이템으로 활용되고 있다. 화려한 색채와 

배색의 조화로 이루어진 패셔너블한 니트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브랜드인 미쏘니(Missoni)는 2010 
F/W 컬렉션에서도 이러한 크로쉐 모티브를 모듈로 

이용해 서로 다른 형태와 크기를 연결한 작품들을 

제작했다(Fig. 15). 크로쉐의 모티브들은 하나의 모

듈로서 독립적이면서도 조합에 의해 다양한 결과

물을 얻어낼 수 있는 패션의 모듈러 시스템의 유용

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의복 구성요소나 의복의 장식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는 스팽클, 큐빅, 비즈 등의 단위 장식물 모듈의 

배열을 통해 표면의 독특함을 디자인하는 경우 또

는 메탈이나 유리, 조개  껍질 등과 같은 다양한 이

질적인 재질을 모듈로 사용하여 부착한 사례들도 

나타났다. 작은 조각들이 모여 다중적으로 비춰지

는 큐비즘의 요소와 유연한 곡선 라인이 만나 빛을 

받으면 발광하는 형태를 구성하였다. 토드 린(Todd 
Lynn)은 2011 S/S 컬렉션에서 뱀의 허물벗기에서 

영감을 받아 이를 의상으로 표현하였는데, 그 과정

<Fig. 14> John Ribbe, 
2004 F/W From www. 
firstviewkorea.com

<Fig. 15> Missoni, 2010 
F/W. From www.samsung 
design.net

<Fig. 16> Todd Lynn, 
2011 S/S. From www. 
samsungdesign.net

<Fig. 17> Comme des 
Garcons, 2010 S/S. From 
www.samsungdesign.net

에서 입체적으로 휘어진 금속 조각들을 의상에 부

착했다(Fig. 16). 미니멀하고 현대적인 느낌을 주는 

이 조각의 모듈들은 의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로 작용하였다.
레이 가와쿠보(Rei Kawakubo)는 다른 옷의 소매 

형태들만을 모아서 스커트, 원피스, 재킷 등의 또 

다른 아이템으로 새롭게 재구성하였다(Fig. 17). 의
복의 구성요소인 소매를 하나의 독립된 모듈로 보

고, 그것들만의 새로운 배열과 조합을 통해 통념을 

깨는 의상들을 탄생시킨 것이다. 2010 S/S 컬렉션

에 등장한 의상들은 소매와 어깨 패드로만 만들어

진 작품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소매는 모

듈이 되고, 이 모듈들이 어디에 어떻게 콜라쥬(collage) 
되느냐에 따라 의복은 새로운 형상을 갖추었다. 어
깨 패드의 돌출된 부분은 특히 풍만한 입체적인 실

루엣을 만들었는데, 정형화되고 딱딱한 아이템을 

자유로운 실루엣으로 재해석한 것이었다.

4. Inserting structure 
삽입은 ‘틈이나 구멍 사이에 다른 물체를 끼워 넣

음’을 의미(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2014)하는데, 패션 디자인의 모듈러 시스템에서는 

의복의 전체 혹은 일부분을 넣거나 빼는 삽입과 교

환이 가능한 구조를 말한다. 이 구조는 넣기와 빼

기, 그리고 교환이 가능하므로 변화의 가능성을 동

반한다는 특성이 있다. 패션 디자인의 사례 분석 

결과, 삽입이 되는 모듈의 형태는 제품이나 건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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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처럼 규격화되지는 않았으며, 의복의 일부분이나 

장식적 요소들이 삽입구조로 나타났다. 패션에 표

현된 삽입구조는 크게 의복의 장식요소들이 모듈

이 되어 삽입되는 구조와 의복의 구성요소 일부가 

모듈이 되어 서로 다른 의복에 삽입될 수 있는 구

조, 그리고 의복 아이템 자체가 모듈이 되어 다른 

아이템에 삽입되는 구조로 나누어졌다. 
장식 부자재로 쓰이는 일반적인 소재들 이외에

도 디자이너들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들이 돋보이는 

삽입구조들도 나타났다. 반데버스트(A. F. Vandevorst)
의 2010 F/W 작품에서는 칠판 프린트를 한 셔츠에 

규칙적으로 실제 쵸크(chalk)를 삽입해서 보는 사람

들의 흥미를 불러 일으켰다(Fig. 18). 이와 같은 독

창적인 장식 구조물의 활용은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의 2012 F/W 작품에서도 나타났는데, 다양

한 시도에서 출발한 이세이 미야케의 철학에 기반

한 새로운 시도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세이 미야케는 망사 조직의 니트를 주머니처럼 공

간 구획하여 나누고, 그 안에 솜을 넣은 사각형의 

구조물을 삽입하여 심플하면서도 강한 인상을 주

었다(Fig. 19). 사각형의 구조물들은 여러 의상에서 

컬러를 달리하여 삽입되어 특유의 실루엣을 보여

주었고, 다양한 아이템에서 적용되었다.
의복의 구성요소 일부가 모듈이 되어 서로 다른 

의복에 삽입될 수 있는 구조의 대표적인 사례는 마

르지엘라의 2012 F/W와 2014 S/S 컬렉션에서 대표

적으로 나타났다. 그녀는 위의 배열구조 사례에서 

살펴보았던 레이 가와쿠보의 모듈화된 소매와는 다

 

<Fig. 18> AF Vandevorst, 
2010 F/W From www. 
samsungdesign.net

<Fig. 19> Issey Miyake, 
2012 F/W From www. 
samsungdesign.net

<Fig. 20> Masion Martin Margiela, 
2014 S/S From www.samsungdesign.net

<Fig. 21> Rag & Bone, 
2010 F/W From www. 
samsungdesign.net

른 방식으로 의복 구성요소 중 소매를 모듈화 하였

는데, 몸판을 공유하고 소매를 교체하여 조합해 가

면 다양한 디자인이 나올 수 있도록 시도하였다(Fig. 
20). 동일한 실루엣의 소매를 다양한 소재로 제작

하고 독립적으로 삽입과 교환을 할 수 있으며, 패
스너인 스냅이나 끈을 이용하여 손쉽게 연결하여 

교체할 수 있다. 이 시즌 컬렉션에서 선보인 소매

의 자유로운 연결이 가능한 10개의 작품 시리즈는 

모두 서로 다른 의상과 소매를 교체하여 삽입한다

고 해도 무방하도록 모듈화되어 있으며, 연결과 분

리, 삽입과 교체를 통해서 다양한 디자인으로 바꿔

서 연출이 가능하다. 
래그 앤 본(Rag & Bone)의 2010 F/W 컬렉션의 

작품은 아이폰, 블랙베리, 신용 카드 등 착용자가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용품을 담을 수 있는 적당

한 크기의 미니 파우치들을 벨트에 걸었다(Fig. 21). 
주머니는 본래 의복의 일부분으로 몸판에 고정적

으로 부착되어 있거나, 절개 라인의 일부분을 이용

한 솔기 주머니처럼 의복의 안쪽에 달려 있기 마련

이지만, 여기서 주머니는 벨트에 여러 개를 걸어 의

복의 일부분이 되면서도 필요에 따라 넣고 뺄 수 

있는 모듈로서 역할을 한다. 컬러와 사이즈가 다양

한 주머니를 모듈화 한다면 의상의 종류와 컬러에 

적합한 주머니들을 선택적으로 삽입하거나 교체할 

수 있다.

5. Folding structure
‘건축에서의 폴딩(Folding)은 다양한 형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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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이것들의 다양한 기능적, 형태적인 잠재적 가능

성을 변화의 힘과 연결시켜 움직임에 의한 연속적

인 새로운 공간으로 구성하는 유용한 방법이다. 복
식에서 폴딩은 의복의 길이나 둘레 등의 사이즈를 

조절하거나, 의복의 일부를 접어 내부에 숨겼다가 

펼치는 과정에 의해 변형을 이루는 유형이다(Park, 
2008). 건축과 제품에서의 접이구조는 각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단순한 조작만으로 구조의 

부피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부피의 축소로 인해 

운반과 보관이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다. 의복의 경

우에서도 가변적인 요소를 이용하여 부피의 변화

를 줄 수 있어, 특별한 패스너의 조작 없이 확대와 

축소만으로 착용이 가능하며, 사이즈 조절이 가능

하다. 결합 방법과 방향, 크기 등의 변화로 인해 다

양한 작품으로의 변형이 가능하다. 패션에 나타난 

모듈러 시스템의 사례 분석에서도 접이구조는 착

용자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모듈화된 유닛을 펼치

고 접어 넣어, 형태의 축소와 확대가 가능한 것으

로 나타났다. 접이구조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사례

는 일본의 전통적인 종이 접기 테크닉인 ‘오리가

미’의 적용 방식이었고, 그에 따라 많은 디자이너

들이 의상의 재료로 종이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기
하학적 도형의 형태를 규칙적이고 독립적으로 평

면 배치한 접이구조가 나타났으며, 그 외에는 다른 

구조 방식들과 마찬가지로 의복의 일부분을 균일

하게 나누어 모듈화하거나, 의복의 구성요소를 하

나의 모듈로 간주했을 때 그 모듈이 되는 소매나 

몸판 등을 접는 방식에 의해 나타났다.

<Fig. 22> Yohji Yamamoto, 
2013 F/W, From www. 
firstviewkorea.com

<Fig. 23>Alba Prat, 2011 
S/S. From http://albaprat.com

<Fig. 24> John Ribbe  
2007 F/W From www. 
firstviewkorea.com

<Fig. 25> Lie Sang bong, 
2008 F/W, From www. 
samsungdesign.net

제작 방식에 따라 구분하자면, 오리가미는 기본

적으로는 연결된 한 장의 종이로 작업을 하지만, 다
양한 조형 효과를 위해 컷을 넣어 연결하는 방법과 

무수히 많은 유닛을 작업하여 합하는 방법도 있다

(Choi, 2009). 한 장의 종이를 이용하여 접힘이나 구

김만으로 형태를 변형하는 경우나, 완전히 절단하

지 않고 컷을 넣고 연결하는 방식과 달리, 유닛형

은 각각의 완성된 파트를 조합하는 방식이다. 요지 

야마모토(Yohji Yamamoto)의 2013 F/W 컬렉션 컨

셉은 80년대의 불필요한 장식을 제외한 블랙 룩을 

기반으로 했지만, 그는 여기에 복잡한 커팅을 더했

다(Fig. 22). 삼각형과 사각형의 반복적인 접이구조

를 가지고 있는 유닛을 제작하여 봉제의 과정으로 

연결한 의상들을 구성했으며, 한 치의 오차 없이 

정확한 오리가미 드레스의 다양한 실루엣 탐구가 

이어졌다. 오리가미의 형태는 구성 원리에 따라서

도 분류가 가능하며, 선의 배열에 의한 괘선원리, 
등변 혹은 이등변 배열에 의한 삼각원리, 임의의 

주름선과 불규칙 면에 의한 구김원리가 있다(Choi, 
2009). 알바 프랫(Alba Prat)의 오리가미 형식을 이

용한 기하학적인 드레스는 직선의 배열을 이용한 

괘선의 원리와 삼각원리가 모두 조합된 디자인으

로서 원단의 면과 면을 연결하는 방식에 의해 생긴 

마름모꼴의 공간들의 접힘에 의해 유동적인 실루

엣을 형성한다(Fig. 23). 
패션에 나타난 모듈러 시스템의 접이구조는 오

리가미 방식이 가장 많이 나타났지만, 그 외에도 거

의 균등한 비율로 세분화한 모듈들의 접힘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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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례들이 확인되었다. 존 리베(John Ribbe)는 특

히 접어 넣기에 의해 복식의 가변성을 표현하는 디

자이너로 2007 F/W 작품처럼 패스너를 이용해 의

복의 일부분의 내부에 접어 넣기를 할 수 있는 공

간을 확보하고 패스너를 오픈했을 때 접혀 있던 옷

의 일부분을 꺼내어 길이의 확장이나 부피의 확장

을 시도했다. 그 중에서도 <Fig. 24>는 스커트를 수

직방향으로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모듈화하고, 접
이구조를 활용했는데, 지퍼가 오픈되는 정도에 따

라 펼쳐지는 분량의 정도의 차이도 생기면서 다양

한 길이와 실루엣이 가능한 디자인이다. 이상봉(Lie 
Sang bong)이 2008 F/W 시즌에 발표한 가방은 원

반 형태의 모듈들이 서로 아코디언 주름 형태의 접

이구조로 연결되어 부피의 자유로운 확장과 축소

가 가능하다(Fig. 25).
지금까지 패션에서 표현된 모듈러 시스템의 구

조 방식을 조립구조, 중첩구조, 배열구조, 삽입구

조, 접이구조의 5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으며, 
<Table 2>에서 건축과 제품에서 나타난 구조 방식

과 달리 패션에 표현된 모듈러 시스템의 구조 방식

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정리하였다. 

V. Conclusion

본 연구는 모듈이 조합되어 완성되는 형태를 통

해서 기능의 확장,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사
용자의 다양한 욕구에 맞추어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는 모듈러 시스템에 관하여 고찰하고, 그 활용 방

안을 조사하여 구조 방식을 분류하였다. 기본 모듈

의 근본적인 차별화와 조합으로 다양한 표현이 가

<Table 2> The characteristics of modular system in fashion design

Structural method The characteristics of modular system in fashion design

Assembling structure Utilizing fastener, modifiable structure, assembling independent components of costume

Overlapping structure Utilizing for 3D volume variation or construction of new form, layering items of costume or 
components of costume, modularity of surface materials

Arrangement structure Horizontal and flat arrangement of same or similar unit, patchwork / arranging components of 
costume / arranging ornamental components, mainly used simple geometric figures

Inserting structure Accompany variability, inserting part of costume or ornamental components

Folding structure Mainly used origami technique, folding and unfolding units enabled reduction and expansion of 
costume

능하게 할 수 있는 유연한 표현 방법의 개발을 위

한 시각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패션에서 표현된 모

듈러 시스템의 구조 방식을 분석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에 나타난 모듈러 시스템의 분석을 위

한 기준 마련을 위해 모듈러 디자인 관련 이론과 

선행 연구 그리고 건축과 제품에 나타난 모듈러 시

스템의 사례 분석을 통해 분석한 구조 방식 중 공

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는 조립구조, 중첩구조, 배
열구조, 삽입구조, 접이구조의 5가지로 도출되었다. 

둘째, 현대 패션에 나타나고 있는 모듈러 시스템

의 구조 방식을 분석한 결과, 중첩구조(34%)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배열구조(30.4%), 조립구조(20.3%), 
접이구조(8%), 삽입구조(7.3%) 순의 출현 빈도를 보

였다. 
셋째, 건축, 제품과는 달리 패션에서의 조립구조

는 탈, 부착 방식을 위한 패스너의 활용이 중요하

고, 중첩구조는 수직적 축적에 의한 입체적인 볼륨

감의 표현이 주로 나타났다. 배열구조는 중첩구조

에 비해 모듈의 단순한 나열에 의한 수평적이고 평

면적인 형태를 나타냈으며, 삽입구조는 규격화되지 

않은 모듈들이 의복의 일부분이나 장식적 요소로 

활용되었다. 접이구조는 주로 축소와 확대가 가능

한 오리가미 기법을 활용한 사례로 나타났다. 대부

분의 구조 방식에서 의복 구성 요소를 모듈로 보는 

경우, 의복의 일부분을 균일하게 나누어 모듈화 하

는 경우와 의복의 장식 요소를 모듈화하여 디자인

하는 경우들로 구분되어 표현되었다. 
모듈러 시스템에 대한 이론의 정립과 실제 활용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과는 모듈러 시스템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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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개발의 기초가 될 것이며, 다양한 적용 방안

을 모색하는 데에 있어 지침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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