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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is study attempted to comprehend the usage of the modular system in fields through liter-
ature review and objective research, as well as analysis of its expression characteristics in fashion. 
It tried to provide inspiring visual data for the fashion design of the modular system. After ana-
lyzing architecture and product-related books, Internet data and advanced research, the four ex-
pression characteristics of the modular system were obtained. Firstly, the formative expression 
characteristics of the modular system in fashion were simplicity, extensibility, variability and 
diversity. Secondly, of the formative expression characteristics expressed in modern fashion, sim-
plicity (30%) was the highest, followed by extensibility (27%), diversity (22%) and variability (21%). 
Thirdly, simple silhouette and structure were used to express simplicity, usually simple geometric 
figures. In contrast, extensibility was expressed through the expansion and exaggeration of the 
area, length and volume of the clothes. In terms of variability, the typical characteristics of mod-
ules were reflected. For diversity, heterogeneous materials were used, and informality was 
expr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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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대 사회의 소비 형태는 고도의 지식 정보화로

인하여 가치관이 다양해지고 전문화되면서 단순하거

나 일반적이지 않은 독특한 니즈(need)를 가지고 있

는 패턴으로 변화하고 있다. 다양함이 결여된 디자인

은 지루함을 주고 흥미롭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상상력이나 의도에 부응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

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스타일이 요구된다. 패션에서

는 새로운 구성 방식 탐구의 일환으로 건축적 구성

방식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타

영역과의 융합을 통해 패션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

다. 그 중에서도 하나의 기본 단위들의 자유로운 결

합과 해체가 가능한 건축에서의 모듈러(Modular) 개

념은 새로운 다자인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디자

인의 다양화 측면에서 형태와 기능의 변경이 가능한

구조를 가진 모듈러 시스템(Modular system)의 활용

은 소프트웨어 디자인, 도시 계획, 건축, 조경, 제품

디자인, 환경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

에서 시도되고 있다.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서 모듈러 시스템은 단지 다

양성을 높여주는 방법적인 표현 수단만이 아니라, 새

롭고 다양한 디자인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방식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 기존의 성질을 그대

로 유지하면서 단순한 형태에서 다양성을 늘려가는

현재의 방식보다는 기본 모듈의 근본적인 차별화와

조합의 의미, 그리고 다양한 표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유연한 표현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모

듈러 시스템에 관한 패션 디자인의 연구는 타 영역

에 비해 매우 미비한 실정이며 패션 디자인에 모듈

러 시스템을 적용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재해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모듈러 개념이 처음 시작된 건축과 모

듈러 시스템이 가장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제품 디

자인 분야까지 아울러서 포괄적으로 모듈러 시스템의

개념과 경향을 파악하고 이를 패션 디자인에 적용하

여 그 특성을 분석하여 다양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수

행하기 위해서, 선행연구에 관한 문헌 연구와 건축·제

품에서의 사례 분석을 통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모듈

러 시스템의 표현 특성의 분석 기준을 마련하고, 도

출된 분류 기준을 적용하여 현대 패션디자인에 나타

나는 모듈러 시스템의 표현 특성을 분석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모듈러 시스템

1) 모듈러 시스템의 개념

‘모듈(module)’이라는 말은 건축에서 재료의 크기

에 의해만 정해지던 것인데, 르 꼬르뷔지에(Le

Courbusier)에 의해 ‘황금 분할(section d'or)’의 관념

과 결부하여 새롭게 해석한 것이 ‘모듈러(Modulor)’

라고 할 수 있다. 즉, 모듈은 인간이 반복적으로 적

용되는 기준 치수라고 볼 수 있고 모듈러는 모듈에

서 파생된 디자인의 척도 용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르 꼬르뷔지에의 모듈러는 건축 형태에 관한 것에서

출발하였지만 모든 방면의 디자인에 응용할 수 있는

개념이었다. 그것은 모듈러 디자인이 갖는 토대가 바

로 아름다움의 근원으로서의 인간 신체의 척도와 비

율을 기초로 황금 분할을 찾아 무한한 수학적 비례

시리즈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1) 그

중에서도 인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다양한 디자인

들 특히, 신체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 패션 디자인에

도 응용되고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인 것이다.

모듈은 치수 개념을 넘어서 확장된 의미로 발전하

였다. 즉, 한 기준치를 단위 치수로 하는 척도(scale)

에 의해 단체를 구성하여 그것을 조합하여 전체적으

로 합리적인 구성을 추구하려는 것이다.2) 기능적인

측면에서 모듈이란 제품의 전체적인 성능과 관련이

있는데, 이 때 전체적인 성능은 이를 구성하고 있는

세부 기능들의 연관성과 상호 작용을 의미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모듈러 시스템(Modular System)은 1950년대에 건

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하고 이에 따르는 재료

를 소개하고자 했던 건축 경향인 아키그램(Archi-

gram)에 의해 발전된 것인데, 전체를 재구성하는 방

식이 아니라 특정 부분을 교체함으로써 나머지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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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에 영향을 주지 않고 새로운 스타일로 변화시키는

방법이다. 모듈은 여러 가지 형태로 구성될 수 있으

며, 하나의 모듈 자체만으로도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

할 수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여러 개의 모듈이 집합

을 이루어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완성된다.3) 개

별 모듈로 이루어진 전체가 갖는 조합의 다양성이라

는 특성을 활용하는 이 방법은 새로운 스타일로 변

신을 위해 다양한 조합 중의 일부분에만 변화를 주

기 때문에 다기능적이고 실용적인 면모를 지닌다.4)

모듈러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적절하게 변화를 주는 가변적 성향과 융통성이

라고 할 수 있다. 모듈러 시스템은 형태적인 측면에

서 가변적 성향을 지니며 분해와 조립, 조합과 배열

에 대한 자유도가 증가하여 시스템 조합에 따른 디

자인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구성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소비자 스스로 디자인 선택과 구성이 가능한

소비자 지향적이므로 선택의 기회를 확대시켜서 사

용자의 다양한 욕구와 동작 등에 대응하여 사용의

용이성을 증대한다.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다양한 기

능으로의 확장과 전환이 용이하여 다기능을 추구하

며 생산 시스템의 단순화, 규격화에 의해 대량생산의

접근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준다.5)

2) 모듈러 시스템의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

모듈러 시스템의 개념은 모듈의 개념이 처음 도입

된 분야인 건축에서조차 여러 가지 유사 용어들과

혼용되고 있었다. 모듈과 연관된 연구들은 모듈러 시

스템(Modular System), 모듈러 코디네이션(Modular

Coordination), 모듈화(Modularity) 등의 용어를 사용

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모듈러 시스템의 특

성을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건축에서의 모듈러 시스템에 관한 연구는 제품과

패션에 비해 양적으로는 많지만 분류 기준과 특성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가 매우 미비한 것으로 조사되었

다. 윤자영6)과 김지현7)은 모듈러 건축을 분류하고

특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디자인의 측면에

서보다는 시공을 위한 모듈의 형태적인 분류 측면에

서 이루어졌으며 특성에 관한 언급도 현장에서의 시

공과 모듈러 건축의 기능성과 유용성에 관한 분석에

국한하였다.

제품 디자인 분야에서 배지훈8)은 모듈러 시스템

의 특징을 공간 활용, 변형의 가능성, 이동성, 다양한

선택과 부분 교체의 가능성, 조립과 분해, 맞춤화로

언급하였다. 고영균9)은 모듈러 시스템의 활용을 통

해 조합과 분리를 통한 다양한 기능을 창출하고, 변

환을 통해 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처를 할 수 있으며,

용도에 따른 부품 교체화와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패션 디자인에서는 양희영10)이 모듈러 시스템의

조형적 특성을 가변성, 결합성, 탈구성성, 개방성, 단

순성으로 분석하고, 이질적인 요소들을 통합시키는

부드러운 변형과 새로운 소재의 활용, 그리고 재활용

이 가능한 실용적 패션으로 평가하였다. 김유경11)의

연구에서는 모듈러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브랜드

로 만다리나 덕(Mandarina Duck), 패트릭 콕스

(Patrick Cox), 그리핀(Griffin)을 선정하고 브랜드별

로 선보인 모듈러 시스템의 특성을 기능성, 이동성,

상호 작용성으로 분석하였다. 송경희12)는 ‘리좀의 관

점에서 본 현대 패션의 모듈성에 관한 연구’에서 모

듈성 디자인의 특성을 가변성, 유동성, 다양성, 기능

성으로 보았다. 김유경은 모듈러 시스템을 세 가지

브랜드를 통해서, 양희영은 세 명의 디자이너를 통해

서만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총체적인 모듈러 시스템

의 특성을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건축과 제품 디자인의 모듈러 시스템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언급된 용어들은 유사 의미가 혼재해서 나

타났다. 연구자 12인 별로 분석한 특성들을 <표 1>와

같이 정리하였는데, 특히 표에서 음영 처리한 부분은

연구자 3인 이상이 언급한 특성으로 매우 다양한 측

면의 10가지로 나타나고 있었다.

2. 모듈러 시스템의 특성
1) 건축

모듈러 시스템의 디자인들은 어느 한 가지의 표현

특성만을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두 가지 이상

의 특성들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모듈

은 수평과 수직 방향의 반복을 통하여 확장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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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특성

건축 제품 패션

윤자영

(2006)

김지현

(2012)

조남주

(2003)

송길홍

(2003)

배지훈

(2005)

고영균

(2006)

김호

(2009)

이현정

(2010)

구혜민

(2013)

양희영

(2008)

김유경

(2006)

송경희

(2011)

개별성 o o o

단순성 o o

결합성 o o o o

상호

작용성
o

반복성 o

확장성 o o

다양성 o o o o o

이동성 o o o o o o o

가변성 o o o o o o o o o

개방성 o

탈구성성 o

경제성 o o o o o o

기능성 o o o o

합목적성 o

친환경성 o o

자율성
맞춤성

o o o o

안전성 o o

경량성 o o

<표 1> 선행 연구에 언급된 모듈러 시스템의 특성

으며, 각 모듈은 서로 유기적으로 조립되어 새로운

형태와 기능을 만들어낸다. 캐나다 건축가 모쉐 사프

디(Moshe Safdie)는 몬트리올에서 열린 1967년 세계

박람회를 위해서 모듈형 콘크리트 유닛(modular

concrete units)들로 구성된 실험 주택 단지를 설계

및 건설했다. 그는 고정된 건축 구성 요소라는 전통

을 무시하고 선택, 변화, 그리고 성장에 대응하는 3

차원 모듈러 시스템을 추구하였다.13) Habitat 67로

명명한 이 아파트 단지는 도시 생활을 재설계하고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며 상점과 학교가 함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한 Safdie의 시도였다.<그림

1>14) 사전에 만들어진 단순한 모듈들은 현장에서 3

차원적으로 결합되어 조립식으로 건설되었고, 각 주

거는 두 개의 모듈 혹은 3개의 모듈로 이루어졌다.15)

각각의 모듈은 반복적이지만 다양하게 조합되어서

확장된 공간을 형성하는데 대표적으로 아래층 주거

공간의 옥상은 위층의 외부 테라스 공간으로 활용되

는 점을 들 수 있다.

일본의 메타볼리즘(Metabolism) 그룹은 캡슐 주거

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메타볼

리즘 그룹의 건축 이미지는 차례로 부분을 갱신해

나가면서 변화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

는 사회의 경제 성장에 부응하는 건축의 변화를 전

제로 하는 것이다.16) 이 건축 방식에서는 캡슐 형태

의 모듈이 수직, 수평 방향의 축적과 삽입 방식 등으

로 적용되었다. ‘푸투로 (Futuro)’라는 이름의 주택은

1968년 핀란드의 건축가 마티 수로넨(Matti Suu-

ronen)이 창안한 것으로 그 모양이 비행접시를 닮았

다.<그림 2>17) 이 주택은 공간 활용성을 높여 여가

시간을 늘릴 수 있게 하였으며 개방형 구조 덕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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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그림 1> Moshe Safdie,

Habitat, 1967

- www.e-architect.co.uk

<그림 2> Futuro House,

Matti Suuronen, 1968

- www.futurohouse.com

<그림 3> Archinoma,

Alix Shelest

- www.archinoma.com

<그림 4> Cardboard

Banquet

- www.pleatfarm.com

특성
단순성, 개별성,

반복성, 확장성

개별성, 반복성,

단순성, 이동성
이동성, 반복성 다양성, 이동성, 확장성

<표 2> 건축의 모듈러 시스템 사례와 특성

가족이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냉난

방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강화 플라스틱으로 제작

된 UFO 주택은 지름이 8m, 무게가 2.5톤에 불과해

헬리콥터로도 운반할 수 있기 때문에 강가나 숲 등

원하는 장소로 옮겨놓고 생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으로 거론되었다.

알릭스 셀레스트(Alix Shelest)의 ‘Archinoma’ 모

듈러 시스템은 연결 부위에 따라 변형과 분해가 가

능한 가변적 모듈러 건축 시스템이다.<그림 3>18) 프

랙탈 구조의 시어핀스키 삼각형(Sierpinski Gasket)

과 유사한 이 구조물은 힘과 단순성을 결합한 모양

과 형태를 지지하는 강철관으로 만들어진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 박스 형태로 이루어진 모듈들의 조합으

로 구성되었던 이전의 건축들과 달리 정사면체 형태

의 모듈을 활용함으로써 기존의 단조로운 형태에서

벗어난 디자인으로 모듈화된 정사면체들이 결합하는

수와 방식에 따라 원하는 모양과 크기로 집을 다양

하게 지을 수 있다.

캠브리지 대학의 건축학과 학생들과 교수인 톰 에

머슨(Tom Emerson), 맥스 베켄바우어(Max Becken-

bauer)가 골판지로 만든 파빌리온은 아키텍처 스튜

디오 작업의 일환이었다.<그림 4>19) 컴퓨터의 사용

없이 종이 접기의 형식으로만 골판지를 접어 3일 이

내에 조립하여 완성하였다. 동일한 접이구조의 연속

체인 이 구조물은 펼치고 접는 형태에 따라 공간의

확장과 축소가 가능하고 최소한의 형태로 축소시키

면 장소의 이동도 용이한 특징이 있다. 건축물의 소

재로서는 이질적인 종이를 활용하여 구축한 독특한

사례로 건축 구조물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건축에서의 모듈러 시스템에 관하여 조사한 것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와 특성을 <표 2>로 정리하였다.

2) 제품 디자인

제품디자인에서는 모듈러 시스템의 활용으로 인해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동일 제품군의 상품에 조

립되기 때문에 교환되는 구성 요소의 수만큼 상품이

만들어진다. 표준세트는 기본 상품이고 고객화된 서

비스가 그것을 구성 요소화해 교환하든지 덧붙이는

것이다. 오늘날 모듈화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열쇠

는 가장 고객화하기 쉬운 제품과 서비스 부분을 추

출하여 재통합할 수 있는 구성 요소로 분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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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그림 5> 스워치(Swatch)

손목시계

- http://www.swatch.com

<그림 6> A modular honeyc

omb

- http://designlike.com

<그림 7> clouds, Ronan &

Erwan Bouroullec

- http://kvadrat.dk

<그림 8> Multimedia loudsp

eakers

- http://www.designboom.c

om

특성
결합성, 개별성,

가변성, 확장성
단순성, 반복성, 다양성

반복성, 결합성,

가변성, 자율성
가변성, 확장성

<표 3> 제품 디자인의 모듈러 시스템 사례와 특성

이다. 예를 들어, <그림 5>20)의 스워치(Swatch) 손

목시계의 부품은 기본적인 상품인데 매우 다양한 바

늘과 색상, 시계판, 시계줄과 같은 스타일을 제공함

으로써 맞춤은 아니지만, 똑같은 시계가 없을 정도의

다양화를 통해서 모듈화 커스터마이제이션(Modu-

larity Customization)을 이루었다.21)

가구는 다른 아이템과 달리 교체 주기가 꽤 긴 편

에 속하기 때문에 모듈형 가구를 구입하는 것은 별

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스타일의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 <그림 6>22)의 벌집 모양 모듈

러 시스템 가구는 특이한 모양의 플라스틱 유닛들의

다양한 결합으로 만들어짐으로써 기존의 단조로운

스타일에서 벗어난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하나의 유닛은 단독으로 디스플

레이 케이스로 쓰일 뿐만 아니라 휴대용 박스나 의

자로도 활용되며, 유닛들을 수직으로 축적하면 수납

공간으로, 수평 방향으로 결합하면 벽에 매다는 형태

또는 독립형의 책장, 파티션으로도 쓸 수 있다. 모듈

들의 독특한 형태와 상관없이 단위 모듈 안에 물건

을 수평으로 배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개별적으로 교

체할 수 있는 하나의 단위로서 100 % 재활용 가능

하도록 제작되었으며, 모듈 단위들은 삼각형의 클립

으로 간단하게 연결이 가능하고 모듈의 위아래에 끼

워 닫을 수 있는 덮개는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쓸

수 있다.

덴마크의 크바드랏(Kvadrat)과 로낭 & 에르완 부

룰렉 (Ronan & Erwan Bouroullec) 형제가 선보인

‘clouds’는 동일한 패턴의 모듈들의 조합을 반복적으

로 표현하였다.<그림 7>23) 열고정 방식으로 제작한

작은 삼각형의 섬유 조각은 외부 탭이 있어서 고무

밴드를 이용해 결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조립과 분

해가 쉽고, 모듈 자체가 접힐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입체감과 공간감을 연출하는 데 유용하

다. 이 실내 장식물은 ‘구름’의 형태가 사용자의 의도

에 의해 결정되는 비정형성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현대인들의 급격한 생활양식 변화 및 환경 문제의

심화는 그에 대응하는 새로운 디자인 개념을 요구한

다. 서로 다른 시간대와 서로 다른 용도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응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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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 시스템의 특성 의미와 내용

개별성 개별적인 모듈들이 시스템의 일부로 파편화된 방식으로 구성되어 독립성을 갖는다.

단순성 모듈의 형태나 결합 방식과 조합의 방식이 단순할수록 다양한 형태의 창출에 유리하다.

결합성
둘 이상의 모듈들이 상호 작용하며 연결되어 통합된 시스템으로서의 새로운 의미를 갖

는다.

반복성 기하학적 구조들의 반복적인 결합으로 주로 단순한 디자인으로 나타난다.

확장성
모듈들의 조합 방식에 따라 다양한 구조를 가지며 경계지음 없이 무한하게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가변성 자율적인 결합 방식에 따라 변형이 가능하며 다양한 형태에 따라 다기능을 갖는다.

다양성 동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질적인 것들과도 연결되어 새로운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

자율성
정해진 체계에 구애 받지 않고 탈 중심적인 방식으로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달라지는

미확정적 구조를 갖는다.

<표 4> 건축과 제품의 사례 조사에서 나타난 모듈러 시스템의 특성

프랑스의 dotline 모듈형 사운드 시스템에 반영되었

다.<그림 8>24) 여러 가지 모양을 취할 수 있는 현대

적인 사운드 확산 시스템 조합은 무한한 다양화를

가능하게 해 준다. 미래의 라우드 스피커(loudspea-

ker) 유형을 출시한 dotline 디자이너의 목표는 설계

프로세스에서 사용자를 포함시키고, 사용자에게 스스

로 개인화된 배열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

이다. 모듈형 사운드 시스템은 두 개의 삼각형 모양

의 기본 모듈을 기반으로 하는데, 자체 증폭기를 가

진 폭넓은 드라이버(driver)를 포함하는 스피커 모듈

은 각 측면에 통합된 연결장치가 있는 단단한 케이

스에 동봉되어있다. 무선 수신 모듈은 모두 같은 케

이스와 연결장치를 가지고 있으며, 각 모듈은 다른

모듈의 모든 면에 연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디자인과 기술이 교차되는 지점에 바로 모듈러 시스

템이 있는 것이다.

제품 디자인에서의 모듈러 시스템에 관하여 조사

한 것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와 특성을 <표 3>로

정리하였다.

건축과 제품의 사례 조사를 통해 나타난 표현 특

성 대부분은 한 가지로 국한되지 않고 대부분 두 가

지 이상의 복합적인 특성으로 나타났다. 제품에서의

표현 특성은 변화가 가능한 구조 방식의 경우와 마

찬가지로 대부분의 경우에 가변성을 지니고 있었다.

선행 연구에서 언급된 특성 중 경제성은 사진 자료

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며, 변형이

가능한 대부분의 제품은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가

지기 때문에 기능성은 특이성을 가지는 성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제외하였다.

부동적인 거대한 스케일의 건축물이 대부분인 건

축 디자인에서 이동성은 주목할 만한 특성이지만, 제

품은 그 특성상 건축보다는 작은 규모라는 조건으로

인해 이동의 용이성은 기본적으로 내포하고 있으므

로 이동성은 모듈러 시스템에 의한 특성이라고 보기

는 어렵다. 규모가 작고 휴대가 용이한 제품이나 의

상의 경우 그것을 독특한 특성이라고 할 수 없기 때

문에, 사례 분석에 나타난 모듈러 시스템의 특성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본 연구자는 건축과 제품의 사례

분석 과정에서 모듈 형태의 반복적인 축적이나 배열

또는 조립에 의한 사례가 건축과 제품 모두에서 두

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고 사례분석에서

나타난 모듈러 시스템의 특성에 반복성을 포함하였

다. 이상에서처럼, 선별한 건축과 제품에서 공통적으

로 나타난 모듈러 시스템의 특성과 내용을 <표 4>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모듈러 시스템과 관련된 국내외 전문 서적과 건축,

제품, 패션 관련 논문, 학술지 등의 선행 연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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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본 연구의 모듈러 시스템의 표현특성 추출 과정

서 본 연구의 주요한 범주가 되는 모듈러 시스템에

대하여 일반적인 고찰을 하여 모듈러 시스템에 관한

일반적인 용어, 개념과 정의에 대해 정리하였다. 문헌

연구를 토대로 조사 분석된 모듈러 시스템 특성과 건

축과 제품의 모듈러 시스템 사례 조사를 통해 공통적

으로 나타나는 특성을 종합하여 추출된 단순성, 다양

성, 가변성, 확장성의 4가지 특성으로 패션에 나타난

사례들을 분석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단순한 구조를 가지는 개별적인 모듈들은 복잡한

구조를 가지면서 조합을 이루기는 어렵다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개별적인 기능을 가지는 모

듈이더라도 그 기능과 형태가 단순해야만 여러 모듈

들이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성의 특성을 공유

한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디자인에서의 모듈의 조합

은 꼭 동일한 형태와 특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

니라 그것들이 이질적일수록 다양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낸다. 그러나 이러한 이질적인 모듈들의 결합

이 있어야만 조합에 의해 다양성을 이룰 수 있기 때

문에, 이질적인 모듈의 결합성은 다양성으로 이어진

다. 이에 본 연구자는 이질적인 결합에 의해 발생하

는 특성을 다양성으로 함께 묶어서 적용할 수 있는

특성이라고 보았다. 변형이 가능한 가변성에는 자동

화된 디자인이 아닌 이상 사용자의 자율적인 선택과

조합이 요구되므로 자율성을 동반한다고 볼 수 있다.

건축과 제품의 사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반복

성은 결국 모듈들의 반복적이 결합이나 축적에 의한

것이었으며, 그 결과 수직이나 수평으로 확장되는 형

태를 보였기 때문에 모듈들의 반복적인 결합에 의해

확장되는 특성은 확장성으로 통합하여 <그림 9>와

같이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패션 디자인 분야에서 시도된 모듈

러 시스템에 관한 선행 연구들의 주된 연구 범위 이

후인 2003년 S/S부터 2014년 F/W까지 12년간을 연

구 범위로 설정하고,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모듈러

시스템의 구조 방식과 표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사

례 선정 과정을 거쳤다. 연구 범위 내의 모든 컬렉션

이나 인터넷 사진 자료들을 사진 자료 선별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모듈러 시스템 디

자인과 연관성이 높은 디자이너들을 선정하고 그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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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너들의 작품 사진들을 분석하였다. 모듈러 시스

템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언급된 디자이너 7명, 건축

적 디자인과 가변적 디자인의 선행 연구에서 선별된

디자이너 21명, 그리고 신진 디자이너 22명으로 구성

된 50명의 디자이너의 작품들이 분석의 대상이 되었

다. 국·내외 패션 전문 웹 사이트를 활용하여 1차 수

집된 사진 자료인 총 1347장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

기 위하여, 의류학 전공 전문가 집단(박사 7인)을 대

상으로 검증을 시행하였다(2014년 3월 10일). 본 연

구의 목적과 사진 선택 관련 기준에 관한 설명을 시

행한 뒤, 사진을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표현 특성별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설문 결과, 연구자가 분류한 모듈

러 시스템의 표현 특성 기준에 적합한 사진으로 채택

된 것은 최종적으로 991장으로 나타났다.

Ⅳ. 현대 패션에 나타난 모듈러
시스템의 표현특성

전문가 집단의 설문조사 결과로 추출된 991개의

사진 자료에 대하여 분류된 표현 특성에 관한 백분

율은 <표 5>, 분포도는 <그림 10>과 같이 단순성

(30%)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확장성(27%), 다양성

(22%), 가변성(21%)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를 토대로 패션에 나타난 모듈러 시스템의 대표적

인 특성이 단순성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가변성은 구

조적으로 사전 계획이 요구되는 난이도가 높고 복잡

한 과정이 요구되는 디자인 과정의 어려움 때문에

전체 표현 특성 중에서 가장 낮은 빈도를 보인 것으

로 추측할 수 있다.

표현

특성
단순성 확장성 가변성 다양성

작품 수 299 263 211 218

백분율 30 27 21 22

<표 5> 패션에 나타난 모듈러 시스템의 표현 특성별 백분율

(단위: 개, %)

<그림 10> 패션에 나타난 모듈러 시스템의

표현 특성별 분포도

1. 단순성
현대 패션에 표현된 모듈러 시스템의 가장 큰 특

성은 복잡하지 않고 간단한 특징인 단순성이라고 볼

수 있다. 독립적인 모듈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모듈

러 시스템은 모듈 자체가 복잡한 형태를 이루고서는

집합체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심플한

실루엣과 구조가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듈러 시

스템은 특히 도형을 활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났

다. 이러한 기하학적 특성은 많은 디자이너들의 영감

의 원천으로 차용되면서 모듈러 시스템의 모듈들의

특성으로도 나타나고 있었다.

파코 라반(Paco Rabanne)은 2004 S/S 시즌에서

보여준 많은 모듈러 시스템 디자인들이 대부분 단순

하고 평면적인 도형들을 의상으로 표현한 경우였다.

<그림 11>25) 플라스틱과 메탈, 연결 장식들로 구성된

드레스들이 나타나는데, 단순한 기하학적 도형의 모

듈로 커팅된 플라스틱 조각들은 의복의 전통적인 방

식의 봉제가 아닌 금속 링으로 이음새를 이은 부분

에 의해 모빌처럼 움직이는 역동성이 나타나났다. 소

매, 몸판 등이 구분되어 구성되는 서양 복식의 전형

적인 방식이 아니더라도 모듈로서의 구체(球體)들의

단조로운 나열이나 축적만으로도 패션에서의 모듈러

시스템이 이루어지는 디자인은 창의적인 디자인 방

안을 제안해 주었다.

스페인의 패션 디자이너인 알바 프랫(Alba Prat)

의 그래픽 조성에 의해 완벽하게 커팅된 조각으로

구성된 미니멀 룩(Minimal look)은 양성적인 특징을

지니고 의상의 표면 재질 및 직물에 대한 열정적인



현대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모듈러 시스템의 표현특성

- 165 -

<그림 11> Paco Rabanne,

2004 S/S

- http://www.firstviewkorea.c

om

<그림 12> Synthetic oceans,

Alba Prat, 2011 S/S

- http://albaprat.com

<그림 13> Prada, 2011 F/W

- http://www.samsungdesign.n

et

<그림 14> Sebastian

Errazuriz, 2009 S/S

- http://www.meetsebastian.

com

실험과 최신 기술에 대한 그녀의 관심을 미래적이고

직선적인 실루엣에 결합시키고 있다. 2011년 S/S

collection의 주제인 ‘synthetic oceans’의 작품들은 자

연과 인위적인 세계와의 상호 작용을 나타내고 있다.

그녀는 레이저 커팅(Laser-cutting)된 네오프렌

(Neoprene) 소재를 사용하여 이를 심해에서 인간을

보호해줄 인간의 두 번째 피부로 표현하고자 했다.

작품에서는 네오프렌 소재의 특성인 유연함과 안정

적인 지지력을 살려서 커팅된 조각들의 중심에 절개

선을 넣고 서로 끼워 넣어 조합시켰다.<그림 12>26)

모듈화된 조각들은 단순한 반원의 평면이지만 모듈

들이 끼워 넣기 방식으로 조립되고 배열되면서 입체

적인 구조를 이루어 현대적인 액센트를 가진 의상으

로 거듭나게 되었다.

프라다(Prada)는 2011 F/W 컬렉션 대부분의 작

품에서 평면적인 원단을 재단하여 의복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유닛들이라고 할 수 있는 플라

스틱 스팽글들을 규칙적으로 중첩시켜 표면 재질의

입체감과 독특한 재질감을 표현하였다.<그림 13>27)

다른 모듈러 시스템의 패션이 그러하듯 프라다의 작

품도 단순한 도형의 활용이지만 원형의 스팽글의 일

부분만을 고정시키면서 의상에 중첩시켜 입체감과

동시에 움직임을 주어 유동적인 디자인으로 만들어

주었다.

2007년 I.D. Magazine에 새로운 국제적인 Top 디

자이너 중 한 명으로 선정된 세바스찬 에라주리즈

(Sebastian Errazuriz)가 발표한 패션 디자인 작품 중

에 <그림 14>28)은 니켈 오픈 지퍼(nickel open zip-

per)를 하나의 모듈로 활용하여 제작한 원피스 드레

스이다. 일반적으로 지퍼는 의복에 여밈 장치로 사용

되는 하나의 패스너로서 독립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

지만 지퍼가 모듈로서 조합이 되어 모듈러 시스템을

이루면 의복의 부자재가 아닌 의복 자체가 된다. 모

듈로서의 지퍼는 열리고 닫히는 여밈의 기능으로 인

해 의복의 부분 어디서든 열리고 분리될 수 있으므

로 기장의 조절을 자유롭게 만들어 준다. 그런데 이

렇게 다양한 변화가 가능한 디자인이지만 모듈의 형

태는 매우 단순하여 직사각형 형태의 띠에 가깝다.

2. 확장성
범위와 규모를 늘려서 넓히는 특성인 확장성은 의

복 분야에서는 길이나 면적의 확장과 부피의 확장으

로 나타난다. 모듈들의 단순한 배열과 모듈을 나열하

기 위한 수평적 연결 방식인 삽입과 조립에 의해 패

션에서 표현된 모듈러 시스템은 확장되는 특성이 나

타났다. 이러한 확장성은 부피의 확장이나 과장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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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Jacques van der

Watt, 2011 F/W

- http://www.blackcoffee.co.

za

<그림 16> Galya Rosenfeld,

2006 S/S

- http://cargocollective.com

<그림 17> Alexander

McQueen, 2012 F/W

- http://www.samsungdesig

n.net

<그림 18> Issey Miyake

132.5, 2010 F/W

- http://www.samsungdesig

n.net

루엣을 이루는 중첩과 접이 구조를 통해서도 나타나

고 있었으며, 배열과 삽입 그리고 조립에 의해서는

주로 면적의 확장과 길이의 확장을 이루고, 중첩과

접이구조는 실루엣의 과장을 통한 부피의 확장을 표

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야 로젠펠드(Galya Rosenfeld)의 레고 블록과

같은 사각형의 모티브를 사용한 ‘모듈러 시리즈’와

같은 방식을 자크 반 데르 와트(Jacques van der

Watt)는 주로 원형의 펠트 모듈을 사용하였다. 원형

의 중심을 기점으로 둘레를 따라 절개 라인을 넣어

모듈을 서로 끼워 넣어 맞물리는 형식으로 의상을

제작하여 디자이너가 원하는 만큼 면적을 확장시킬

수 있다.<그림 15>29) 디자이너들이 주로 모듈의 끼워

물리는 방식을 이용하여 배열과 조립구조로 의상을

제작할 때에는 주로 별도의 시접 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펠트나 네오프렌과 같은 소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갈야 로젠펠드의 스냅 시리즈 중의 하나인 <그림

16>30)는 스냅 테이프를 서로 엮어나가면서 모듈과

모듈사이로 삽입하는 구조를 가진다. 이 작품 역시

단순한 직선형태의 스냅 테이프의 길이에 따라 삽입

되는 면적이 한없이 확장되어 직조 방식의 패브릭과

같은 용도로도 쓰일 수 있다.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의 크레이티브

디렉터(creative director)인 사라 버튼(Sarah Burton)

은 2012 F/W 컬렉션에서 겹겹이 쌓아 올린 장식적이

고 시어한 소재의 볼륨 있는 드레스를 통해 낙관적인

관점으로 바라본 미래를 표현했다. <그림 17>31)의 드

레스는 플레어(flare) 분량이 많은 도넛 형태의 원형

의 모듈이 중첩되고 남는 플레어 분량들이 입체적으

로 접히면서 부피의 확장이 더욱 증대되었다.

다채로운 폴딩 기법을 응용하여 평면을 벗어난 입

체적인 3D 효과를 패션에 접목하고 있는 사례들도

모듈러 시스템의 확장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접히고

펼쳐지는 구조를 이용한 모듈러 시스템의 사례들 중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오리가미 기법의 활용이였으

며,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는 오리가미 기법을

의상에 접목시킨 대표적인 디자이너이다. 재생과 재

활용의 과정을 통해 탄생한 132.5 컬렉션의 제작 방

식은 칼과 가위를 사용하지 않고 한 장의 종이를 옷

으로 변신시키는 것이었다. 평면으로 접힌 상태였던

작품들이 어느 한 지점을 잡아당기면 서서히 3차원

입체의 옷으로 확장되면서 변모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림 18>32) 평면 상태와 입체의 상태에서 모두 기

하학적인 도형들의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형태들이

접힘과 펼침을 이루어 낸다. 접히는 면을 이루는 도

형들의 접이구조는 모듈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으며

모듈들의 형태와 접히는 위치에 따라 다양하고 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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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Morph 시리즈, 2010.

- http://www.honeyee.com

<그림 20> Viktor & Rolf, 2003 F/W

- http://www.firstviewkorea.com

적인 실루엣이 확장된다.

3. 가변성
변한다는 의미는 디자인이라는 맥락에서 여러 가

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물리적 변화인 형태 및 구조

의 변화를 일차적으로 본다. 즉, 가변적 디자인은 형

태 및 구조가 변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진 디자인으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진 디자인

이다. 의복의 부분과 디테일을 모듈화하고 패스너를

활용하여 즉석에서 조립하여 완성할 수 있는 모듈러

시스템에서는 다양한 조합에 의한 무한한 표현의 가

능성을 열어 두고 있으며, 의복을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조합의 방법에 따라 색상과 재질의 변화,

실루엣, 디테일의 변화를 모두 구현할 수 있으므로

착용자가 선호하는 취향에 맞춰 변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은 특징이 있다.

모듈화의 원리를 사용하고 있는 많은 디자이너들

에게 중요한 전략은 환경경제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

이다. 다카시로 오카자와(Takahiro Okazawa)는 효과

적으로 폐기물을 감소시킬 수 있는 모프(Morph) 시

리즈를 탄생시켰다.<그림 19>33) “Morph”는 그리스어

로 ‘형태(shape)’와 ‘변환(transformation)’을 의미하

는데, 선택적으로 제거하고 교환할 수 있는 7개의 독

립적인 구성요소들이 조립된 셔츠들로 구성되었다.

소매, 카라, 요크(yoke), 몸판 등의 구성 요소들을 모

듈화하고 각 모듈의 소재와 컬러 그리고 길이를 다

양하게 함으로써, 각 아이템은 원하는 직물, 모티브,

그리고 디자인의 배열을 조합해서 변형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디자인으로 즐기며 개인화될 수 있다. 모

듈화된 구성요소들의 결합을 위해서는 탈부착이 용

이한 스냅(snap)을 사용하였고, 다른 모듈과의 결합

을 통해 재사용됨으로써 수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되

었다.

빅터 앤 롤프(Victor & Rolf)의 2003 F/W의 작

품들에서는 가변성을 나타내는 중첩구조를 대표적으

로 볼 수 있는데, 재킷, 셔츠, 베스트 등의 의복 아이

템 자체를 4겹 이상 겹쳐 입혀서 점진적인 크기의

변화와 실루엣의 재해석을 시도했다.<그림 20>34) 이

작업은 아이템을 착장하고 탈의함에 따라 실루엣의

변형이 가능한 가변적인 구조로서 서로 다른 아이템

을 겹쳐 입는 축적의 경우와 달리 매우 규칙적이고

리듬감이 있는 실루엣이 형성되었으며 단순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서도 변화와 리듬감을 느낄 수 있는

모듈러 시스템의 특성이 잘 나타나고 있다.

텍스타일 조각들로 이루어진 모듈러 시스템은 결

합하거나 분해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품의

유연한 중심의 구조변경을 통해 다른 이미지를 보여

줄 능력을 가진 제품을 만드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베르버 수프부르(Berber Soepboer)의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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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Berber Soepboer 2008 S/S, Replacement dress

- http://www.berbersoepboer.nl

<그림 22> Issey Miyake, 2014 F/W

- http://www.firstviewkorea.com

dress’는 각기 다른 패턴이 인쇄된 원단으로 만든 세

가지의 드레스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21>35) 각각의

드레스는 한 벌에 100여 개가 넘는 버튼이 달려있고

그 버튼들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여러 조각들

로 만들어졌다. 이 조각들은 다이아몬드 형태로 동일

하게 제작된 모듈로서 세 가지의 드레스 간에 교환

되어 탈·부착이 될 수 있다. 각각의 드레스를 서로

분해해서 새롭게 조립할 수 있기 때문에, 착용자가

선호하는 패턴의 조합으로 세 벌 이상 많은 수의 조

합이 가능한 가변적인 특성이 나타난다.

모듈러 시스템의 접이구조는 부드러운 변형이 강

조되는 조형특성을 나타낸다. 이세이 미야케는 2014

F/W 컬렉션에서 자카드(Jacquard) 직물을 3D 그루

브(groove) 느낌으로 오그라들게 하는 기법인 스팀

스트레치 과정을 통해 원단을 나무의 나이테 패턴으

로 재현해냈다.<그림 22>36) 메탈 소재의 반달 가방

속에서 등장한 납작한 원반 형태의 원단 더미들은

아코디언 주름의 드레스로 펼쳐지며 변신했다. 오로

지 원반 형태의 모듈들로 만들어진 원피스 드레스는

가방에서 꺼내 바닥에 놓았을 때는 그저 원반 4개가

쌓여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것을 펼쳐 들어 올려 착

용하면 한 벌의 의상이 되는 것이다. 단순한 형태의

모듈들은 주름기법과 만나서 편안하고 자유로운 의

상으로 탄생하면서 모듈러 시스템의 접이구조와 과

학적인 기술이 더해지는 가변성의 특성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4. 다양성
다양성이란 모양, 빛깔, 형태, 양식 따위가 여러 가

지로 많은 특성을 의미37)하며 현대패션에 나타난 모

듈러시스템의 모듈들은 크게 이질적인 소재의 활용

과 형식을 탈피한 조형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다

양성이 나타났다. 플라스틱을 비롯하여 메탈 소재의

패널, 유리 조각, 옷핀 또는 나무로 만든 집게 등 의

복의 소재로는 이질적인 재료를 활용하거나 일상 생

활용품을 모듈로 인식하고 그것들의 자유로운 조합

이나 규칙성을 부여한 조합에 의해 새로운 디자인들

을 선보였다. 소재의 이질성뿐만 아니라 의복의 형식

이 정해지지 않은 부정형의 형태나 의도적으로 형식

을 파괴한 형태가 나타났는데 이러한 특성의 표현에

도 모듈화된 의복의 구성요소와 디테일들이 이용되

었다.

패션에 있어서 가장 많은 모듈러 시스템 디자인을

선보인 파코 라반(Paco Rabanne)은 2014 F/W 컬렉

션에서도 새로운 모듈들로 이루어진 디자인을 시도

하면서 옷핀을 기능이나 장식의 측면에서 바라보지

않고 의상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구성 유닛으로 바라

보았다. 즉, 옷핀은 하나의 개별적인 제품으로 기능

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듈이지만 이 모듈들이 모여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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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Paco Rabanne,

2014 F/W

- http://www.firstviewkorea.

com

<그림 24> Sandra Backlund,

2008 S/S

- http://www.sandrabacklun

d.com

<그림 25> Rick Oewns,

2010 F/W

- http://www.samsungdesig

n.net

<그림 26> Paco Rabanne,

2004 S/S

- http://www.firstviewkorea.

com

합을 이루어 특성이 완전히 다른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4벌의 시리즈로 선보인

작품들 중 한 벌인 <그림 23>38)은 긴 타원형으로 굽

힌 바늘 한 끝을 덮개로 씌운 일반적인 옷핀들의 끝

을 서로 연결하여 다이아몬드 모양을 이루게 하고

평면으로 확장시켜 나가면서 몸판을 만들었다. 네크

라인과 소매와 몸판의 밑단부분의 처리는 옷핀의 한

쪽의 덮개와 다른 한 쪽을 구부리면서 생기는 원에

굵은 실을 끼워 옷핀들을 꿰어 넣어 마치 목걸이처

럼 만들어 옷핀들이 밀착되게 함으로써 입체적으로

연결되도록 처리했다.

산드라 백룬드(Sandra Backlund)는 따뜻한 느낌

을 주는 나무 재질의 집게를 의상을 구성하는 유닛

으로 활용하였다. 집게는 두 개의 판이 지렛대의 원

리를 이용하여 물건을 집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

는데 그녀는 이 집게의 구조를 분해하여 집게의 판

을 모듈로 사용하였다. 집게의 기능적인 측면은 배제

하고 지렛대의 원리를 위해 금속 스프링을 삽입하기

위해 파놓은 홈으로 인해 생기는 집게의 형태적인

특성만을 의상에 도입한 것이다. 이 집게의 한쪽 판

을 로프로 연결하여 평면적으로 나열하면 하나의 층

이 형성되고 원피스에 층층이 연결하면 키네틱 아트

의상들처럼 착용자가 움직일 때마다 집게 판들이 흔

들리며 역동적인 실루엣이 나타난다.<그림 24>39)

릭 오웬스(Rick Oewns)의 2010 F/W 컬렉션은

‘여사제들’이라는 시즌 컨셉을 표현하기 위한 다양한

소재의 믹스를 통해 같은 스타일을 다양한 조합으로

변형시키는 작품들의 시리즈였다. 기하학적 패턴을

아플리케(appliqué)한 후디(hoody), 원피스, 재킷 등

은 조개껍질이나 나무를 깎아 만든 조각들의 모듈로

구성된 것으로 바디라인을 거스르지 않고 활동에 불

편함을 주지 않는 섬세한 배열들이 돋보였다.<그림

25>40)

종이와 조개껍질 등이 자연적인 소재라면 플라스

틱과 금속은 인위적인 소재라고 할 수 있는데 의상

의 소재로는 활동성의 측면에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는 잘 쓰이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

나 이러한 재질들이 단순화된 모듈로 활용되는 경우

에는 그러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음을 파코 라반의

작품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4 S/S 시즌에는 다

양한 소재의 모듈들을 금속 O링으로 조립 연결한 작

품들을 선보였는데 의복의 재료로는 이질적인 소재

인 금속과 플라스틱이 주를 이루었다. 의복의 재질로

한계가 있는 금속과 플라스틱 재질을 원형, 사각형

등과 같은 단순한 도형으로 모듈화하고 연결할 때에

는 움직임을 부여할 수 있도록 연결 고리들을 사용

하였다. <그림 26>41)의 디자인은 사각형의 투명

PVC를 주머니 형태로 만들고 각각의 주머니 모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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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특성 내 용

단순성

전체적으로 심플한 실루엣과 구조가 특징

독립적인 개체로서 역할이 가능한 모듈들의 조합

단순한 기하학적 도형을 활용

확장성
배열구조, 삽입구조와 조립구조: 주로 면적의 확장과 길이의 확장을 표현

중첩구조와 접이구조: 실루엣의 과장을 통한 부피의 확장을 표현

가변성

여러 가지 형태로 재구성이 가능하고 해체와 결합이 용이한 모듈의 특성을 지님

구조적인 측면에서 패스너의 활용이 중요

조립구조와 접이구조와 같이 변형의 폭이 큰 경우에서부터 배열의 변화나 삽입과 교환처럼

단순한 구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례에서 출현.

다양성

크게 이질적인 소재의 활용과 형식을 탈피한 조형성으로 구분.

의복의 소재로 이질적인 재료를 모듈로 인식하고 그것들의 자유로운 조합이나 규칙성을 부여한

조합 형식을 의도적으로 파괴한 형태 표현에도 모듈화된 의복의 구성요소와 디테일들이 이용

<표 6> 패션에 나타난 모듈러 시스템의 표현 특성

역시 금속 O링으로 연결하여 조립하고 그 안에 원형

의 플라스틱 모듈을 삽입하였다.

지금까지 사례 분석을 통해 살펴본 패션에서 나타

난 모듈러 시스템의 표현 특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표 6>과 같다.

Ⅴ. 결론
본 연구는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는 모듈러 시스템 디자인의 개발에 영감

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위하여 모듈러 시스

템에 관한 문헌 연구와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타 영

역에서의 활용 방안을 알아보고, 이를 적용하여 패션

에서 나타난 표현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연구의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 연구의 문헌 연구와 건축과 제품 분야

의 사례 분석을 통해 모듈러 시스템의 특성을 개별

성, 단순성, 결합성, 반복성, 확장성, 가변성, 다양성,

자율성의 8가지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특성들은 패션

에 나타난 모듈러 시스템의 조형적 표현 특성을 분

석하기 위한 기준을 추출하기 위하여 다시 단순성,

확장성, 가변성, 다양성의 4가지로 요약 정리되었다.

둘째, 현대 패션에서 분석된 조형적 표현 특성은

단순성(30%)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확장성(27%),

다양성(22%), 가변성(21%)의 순서로 나타났다. 따

라서 패션에 나타난 모듈러 시스템의 대표적인 특성

이 단순성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가변성은 주로 조립

구조 또는 접이구조와 같은 난이도가 높고 복잡한

과정이 요구되는 디자인 과정의 어려움 때문에 전체

표현 특성 중에서 가장 낮은 빈도를 보인 것으로 추

측할 수 있다.

셋째, 전체적으로 심플한 실루엣과 구조가 특징인

단순성은 주로 단순한 기하학적 도형을 활용하였고,

반면에 확장성은 모듈의 반복적인 사용이 특징적으

로 나타났으며, 의복의 면적과 길이 그리고 부피의

확장과 과장으로 표현되었다. 가변성은 개별적인 모

듈의 연결과 분리를 통한 모듈의 조합에 의해 변형

의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었으며 다양성은 이질적인

소재의 활용과 형식을 탈피한 조형성으로 구분되어

나타났다.

패션에서의 모듈러 시스템 디자인의 활용 가능성

을 확인하고 새로운 디자인 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한

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고자 한다. 더 나아가 모듈

러 디자인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현대 사

회에서 패션 분야에서도 심도 있는 연구와 다양한

표현 도구로써 디자인 개발이 확대될 수 있기를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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