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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일부를 이루는 개념으로, 여러 분야에서 실천이 증

가하고 있다. 제로 웨이스트 패션 디자인은 의류 제

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약 15%의 원단 폐기물

(Gwilt, 2014)을 생성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디자인

을 지향하며(J. H. Kim & H. Y. Kim, 2018), 2000년대 

이후 확산되고 있다. 제로 웨이스트 패션 디자인은 

주로 디자인 개발 초기부터 패턴 구성을 응용하여 이

루어진다. 이는 디자인 완성 후 패턴을 제작하는 전

통적인 패션 디자인 과정과 달라 어려움이 있기 때문

에 제로 웨이스트 패션 브랜드와 디자이너는 상대적

으로 적으며 주로 개인 디자이너나 소규모 브랜드가 

활동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제로 웨이스트 패션 관련 학술 

연구는 크게 디자인 특성 및 동향 연구(Chung & Park, 

2015; Han & Suh, 2016; Huh, 2018; Kook & Kim, 2016)

와 디자인 개발 연구로 나뉜다. 디자인 개발 연구는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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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접기의 조형미를 이용하거나(S. H. Kim & H. Y. Kim, 

2018), 서브트렉션(subtraction) 커팅(Lee, 2017), 퍼즐

(puzzle) 커팅(J. H. Kim & H. Y. Kim, 2018), 퍼즐 커팅과 

폴드(fold) 커팅(Kook, 2014) 등 여러 방법을 응용하였

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실용성보다 창의성이 강조

되거나 상품화, 산업적 생산이 어려운 경향을 보였

다. 이처럼 제로 웨이스트 패션 디자인은 현재까지 

실험적인 디자인이 많은 단계이며 소비자에게 매력

적인 상품을 개발하고 산업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필

요하다. 따라서 기본 아이템을 위주로 트렌디한 디자

인을 개발하고 생산에 적절한 패턴 구성과 봉제 방법

의 연구로 산업적인 연결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

에 본 연구는 일상복 중 기본 아이템이라 할 수 있는 

셔츠를 선택하여 상품성과 제작의 편리성을 고려하

면서 제로 웨이스트 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배경

1. 제로 웨이스트 패션 디자인의 개념 

제로 웨이스트라는 용어는 미국인 화학자 폴 팔머

(Paul Palmer)가 1970년대에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되

는 폐기물과 이것의 재활용에 관심을 가지고 ‘폐기

물 제로 연구소(Zero Waste Institute)’를 설립하여 다

양한 활동을 하면서 최초로 사용되었다. 패션 디자

인에서 제로 웨이스트는 2000년대 이후 나타났다(Ris-

sanen & McQuillan, 2018). 의복 생산과 관련된 이슈 

중의 하나는 생산과정에서 약 15% 정도의 원단 폐기

물이 버려지는 것이다(Gwilt, 2014). 원단 생산은 섬

유 추출부터 디자인, 직조, 마감 처리 등 여러 과정을 

거치며 또한 소재, 에너지, 물, 시간이 투자되기 때문에 

원단의 폐기는 경제적인 낭비일 뿐만 아니라 윤리와 

환경 문제도 발생시킨다(Rissanen & McQuillan, 2018). 

일반적으로 제로 웨이스트 패션 디자인은 디자인

과 패턴 제작이 위계적으로 분리되고 전문화된 전통

적인 패션 디자인과 달리, 패턴 커팅을 디자인 과정

에 통합시킴으로써 원단 폐기물을 최소화하거나 발

생시키지 않는 것을 지향한다. 사이즈 체계는 한 사

이즈로 여러 사이즈 범위의 소비자가 착용할 수 있게 

하는 원 사이즈 핏 모스트(one-size-fit-most)를 위주로 

한다(Rissanen & McQuillan, 2018). 또한 제로 웨이스

트 패션 디자인은 패턴 커팅을 이용하는 방법 외에도 

친환경 소재 및 재활용 소재 사용, 제품의 재사용으

로 사용주기를 늘리는 것(Lee, 2018), 제품의 사용시

간을 증가시키는 기능과 활용 연구를 포함하기도 한

다(Yoon & Yim, 2015). 본 연구는 패턴 커팅으로 접근

하는 제로 웨이스트 패션 디자인을 중심으로 한다. 

2. 제로 웨이스트 패션 디자인의 발전

제로 웨이스트 패션 디자인이라는 용어는 비교적 

새롭지만 일본의 기모노, 중국의 전통 바지처럼 오

래전부터 여러 문화권에서는 원단을 낭비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상을 제작한 사례들이 있다. 이런 시도

는 20세기에도 이어져 1920년대 마들렌 비오네(Ma-

deleine Vionnet), 1940년대 클레어 맥카르델(Claire Mc-

Cardell), 1980년대 열리 탱(Yeohlee Teng) 등의 디자

이너들은 되도록 원단 폐기물이 생기지 않는 의상을 

고안했다(Rissanen & McQuillan, 2018).

2000년대 이후부터는 제로 웨이스트 패션 디자인 

연구로 학위를 취득하고 디자이너로 활동하는 사람

들이 등장했다. 이들은 서로 영향을 주면서 전시회, 

교육기관에서의 교육, 업체와의 협업 등을 통해 산

업계와 교육계를 연결하며 활동하였다. 또한 브랜드

들도 등장하였다. 예로 2011년 뉴욕에서 개최된 전

시회 <일드(Yield)>에는 홀리 맥퀼란(Holly McQuillan), 

티모 리사넨(Timo Rissanen), 줄리안 로버츠(Julian 

Roberts), 줄리아 럼스덴(Julia Lumsden), 데이비드 텔

퍼(David Telfer), 타라 세인트 제임스 오브 스터디 뉴

욕(Tara St James of Study NY) 등이 참가하여 다양한 

제로 웨이스트 패션 디자인을 발표하였다(Rissanen 

& McQuillan, 2018). 이후 제로 웨이스트를 지향하는 

패션 디자이너와 브랜드는 증가하고 있다. 마크 리

우(Mark Liu), 마야 스타벨(Maja Stabel), 데이비드 앤

더슨(David Andersen)을 비롯하여, 한국 디자이너 임

선옥의 브랜드 파츠파츠(PARTsPARTs) 등이 있다. 

3. 제로 웨이스트 패션 디자인의 유형 

제로 웨이스트 패션 디자인의 유형은 연구자에 따

라 유사하지만 명칭 및 하위분류에서 차이가 있다. 

맥퀼란은 세 가지로 제시했다. 계획된 카오스(planned 

chaos)는 전통적인 의상 구성법을 출발점으로 하는 

것이고 지오(geo) 커팅은 추상 형태나 기하학적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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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패턴을 구성하는 것이다. 컷 앤 드레이프(cut and 

drape)는 드레스폼 위에서 자유롭게 작업하는 것이

다(Rissanen & McQuillan, 2018).

Yoon and Yim(2015)은 패턴, 재단, 봉제의 일반적

인 의복 생산 공정과 유사하며 퍼즐 커팅, 지오메트

릭(geometirc) 커팅, 모듈(module) 커팅을 포함하는 

ZWPC(zero waste pattern cutting)와 드레이핑(draping), 

폴드, 니팅(knitting), 위빙(weaving) 등으로 형태를 만

드는 NPC(non pattern cutting)로 분류하였다. Han and 

Suh(2016)는 컷 앤 쏘우(cut and sew), 드레이핑, 폴드, 

넌 우븐(non woven)으로 분류하였고 Kook and Kim

(2016)은 컷 앤 쏘우, 가먼트 몰딩(garment molding), 

유스 컨버팅(use converting)으로 분류하였다. 이 두 

연구는 컷 앤 쏘우 유형에 퍼즐 커팅, 크리에이티브 

커팅, 모듈 커팅을 포함시켰으며 서브트랙션 커팅과 

폴드 커팅을 포함시키는 여부에서 차이가 있다. 넌 

우븐과 가먼트 몰딩은 유사한 유형이며 니팅, 위빙, 

3D 프린팅 등을 포함한다. 드레이핑 방식은 노(no) 

커팅, 미니멀(minimal) 커팅, 서브트랙션 커팅을 포

함하며 폴드는 종이접기와 기계주름 방식을 포함한

다. 유스 컨버팅은 잉여 제품을 재구성하여 새 제품

을 만드는 것이다. Lee(2018)는 제품 생산 단계에 따

라 구분하였다. 생산 전 단계에서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다. 생산 단계에서는 퍼즐 커팅, 지오메트릭 

커팅, 미니멀 커팅, 모듈 커팅, 서브트랙션 커팅 방식

과 넌 우븐 방식을 사용한다. 생산 후 단계에서는 업

사이클 디자인, 리사이클 디자인을 한다. 

위의 유형 분류를 종합해 보면 크게 패턴을 이용

하는 범주와 넌 우븐 범주 및 재활용 범주로 나뉜다. 

이 중에서 패턴을 이용하는 범주가 제로 웨이스트 패

션 디자인의 중심이 되는데, 퍼즐 커팅, 지오메트릭 

커팅, 모듈 커팅, 미니멀 커팅 등이 포함되며 폴드 커

팅이나 서브트랙션 커팅 기법이 포함되거나 따로 분

류되기도 한다. 넌 우븐 범주에는 니팅, 위빙, 3D 프

린팅이 포함되며 재활용 범주에는 업사이클링, 리사

이클링 등이 포함된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제로 웨

이스트 패션 디자인의 유형과 구현 방법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본 연구는 제로 웨이스트 패션 디자인을 패턴을 

이용하는 범주에 중점을 두고 고찰하고자 하며 니

팅, 위빙, 3D 프린팅, 업사이클링 등은 범위에서 제외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로 웨

이스트 패턴 커팅 방법의 유형과 특성을 고찰한 뒤 

산업 생산에 적합한 방법을 도출한다. 이는 셔츠의 

기본 구성 방법과 유사하고 생산이 편리한 것을 기준

으로 한다. 둘째, 셔츠의 종류 및 기본 구조와 최근 

2년간의 셔츠 디자인 트렌드를 살펴본 뒤 적합한 트

렌드 요소를 활용하여 셔츠 디자인 개발을 시도한

다. 셋째, 제로 웨이스트 패턴 커팅 방법을 적용하여 

셔츠 디자인을 개발한 뒤 실물을 제작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로 웨이스

트 패턴 커팅 방법의 유형과 특성 고찰, 셔츠의 종류

와 기본 구조 고찰은 관련 서적, 학술 연구 자료, 인터

넷 자료 등을 통한 문헌 연구로 진행한다. 최근 셔츠 

디자인 트렌드 분석은 패션 정보 회사 퍼스트뷰코리

아(Firstviewkorea)에서 제시한 2018 F/W~2020 S/S 여

성 기성복의 전반적인 셔츠 트렌드를 실루엣, 소재, 

색상, 디테일, 스타일을 중심으로 한 사례 연구로 한

다. 제로 웨이스트 셔츠 디자인 개발은 총 4벌을 디자

인하고 패턴과 실물을 제작하는 실증적 연구로 한다.

IV. 연구결과

1. 제로 웨이스트 패턴 커팅 고찰

1) 제로 웨이스트 패턴 커팅의 유형과 특성 고찰

디자인 단계부터 패턴 구성을 통합하여 원단 낭비

Types Methods

Pattern 

application

Puzzle cutting, Geometric cutting, Module 

cutting, Minimal cutting, Subtraction cutting, 

Fold cutting

Non woven Knitting, Weaving, 3D printing

Recycle Upcycling, Recycling

Table 1. Types and methods of zero waste fashion 

desig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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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최소화하고 디자인을 완성하는 제로 웨이스트 패

션 디자인은 패턴 제작, 재단, 봉제의 단계를 거치는 

기존의 의복 생산 공정과 유사하다. 따라서 완성된 

제로 웨이스트 디자인은 산업적 생산으로의 연결 가

능성이 있다. 제로 웨이스트 패턴 커팅 방법에는 퍼

즐 커팅, 지오메트릭 커팅, 모듈 커팅, 미니멀 커팅, 

서브트렉션 커팅, 폴드 커팅 등이 있다.

(1) 퍼즐 커팅 

퍼즐 커팅은 패턴 조각들을 퍼즐 맞추듯이 배치하

여 원단 낭비를 없애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효율성

을 위해 두 종류 이상의 원단을 사용하거나 한 원단 

안에 여러 아이템을 함께 배치하기도 한다(S. H. Kim 

& H. Y. Kim, 2018). 퍼즐 커팅은 인체 각 부위를 고려

해서 만든 기존 패턴 블록에서 시작한다. 디자인에

서 중요하거나 우선 고려해야하는 패턴을 먼저 배치

하며 필요시 패턴을 변형하여 서로 맞물리게 한다. 

남는 원단 부분은 작은 패턴들을 배치하거나 장식 요

소로 활용한다. 이 커팅은 전통적인 패턴 구성과 마

커(marker) 제작 방식을 활용하지만 식서 방향을 자

유롭게 사용하고 패턴을 분할하거나 결합한다(Huh, 

2018; S. H. Kim & H. Y. Kim, 2018). 완성된 패턴은 기

존의 패턴 구성과 유사한 점이 있어 산업적 생산 가

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방법을 주로 응용하는 

디자이너는 홀리 맥퀼란, 티모 리사넨, 줄리아 럼스

덴, 마크 리우, 임선옥 등이 있다. 

디자이너 홀리 맥퀼란은 퍼즐 커팅 방법으로 완성

된 하나의 제로 웨이스트 패턴 안에 여러 의상을 담

는 실험을 하였다. <Fig. 1>에서 맥퀼란은 재킷과 팬

츠 패턴을 조합, 배치하면서 패턴을 분할하거나 통

합했고 형태와 라인을 변형하였다. 최종 완성된 패

턴은 몸판, 소매, 바지 등의 일반적인 패턴 형태가 남

아있으면서도 기존과는 다르며, 창의적이고 효율적

인 구성으로 원단의 사용률을 높였다. 

(2) 지오메트릭 커팅

지오메트릭 커팅은 기하학적인 도형으로 구성되

고 간결한 디자인을 구현하며(Huh, 2018) 원단의 종

류가 완성된 형태에 영향을 준다. 디자이너 마야 스

타벨, 데이비드 앤더슨, 티모 리사넨, 열리 탱 등이 이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마야 스타벨은 <Fig. 2>처럼 여러 개의 사각형으

로만 셔츠를 제작하였다. 데이비드 앤더슨은 <Fig. 

3>처럼 원단을 큰 단위로 나누고 각 부분을 자유롭

게 분할하여 패턴을 구성한 다음 패턴 조각을 재배

치하여 의상을 완성하였다.

(3) 모듈 커팅

모듈 커팅은 동일한 모양의 단위 조각들인 모듈을 

만들고 연결하는 기법이다. 착용자가 모듈을 자유롭

게 해체하고 재조합 하여 형태를 바꿀 수 있다(Han & 

Suh, 2016). 모듈은 기본 도형을 비롯하여 꽃, 퍼즐 조

각 등 다양한 모양을 이용한다. 모듈 커팅을 응용하

는 디자이너는 카를로스 빌라밀(Carlos Villamil), 갈

리아 로젠펠드(Galya Rosenfeld) 등이 있다. <Fig. 4>는 

카를로스 빌라밀이 모듈로 제작한 원피스이다. 그는 

두 개의 사각형을 바이어스 방향으로 마주보게 한 뒤 

연결하여 하나의 단위를 만들고 이를 반복해서 연결

하였다.

(4) 미니멀 커팅 

미니멀 커팅은 재단과 봉제를 최소로 하여 의상을 

Fig. 1. Puzzle cutting pattern, pants & jacket. 

Adapted from McQuillan (n.d.).

https://hollymcquillan.com

Fig. 2. Geometric cutting pattern & shirt. 

Adapted from worn values (2017).

https://wornvalu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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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하며 주로 원단 한 판으로 구성된다. 패턴이 기

하적인 모양이라 지오메트릭 커팅과 유사하지만, 미

니멀 커팅은 소매, 몸판 등의 부위를 주로 튜브 형식

으로 구성한다(Huh, 2018). <Fig. 5>는 데이비드 텔퍼

가 2010년에 제작한 더플코트이다. 패턴은 4개의 절

개선만 있는 사각형으로 구성되었으므로 최소의 봉

제를 통해 코트가 만들어진다.

(5) 서브트랙션 커팅

서브트랙션 커팅은 줄리안 로버츠가 도입하였으며 

입체재단과 평면재단을 결합한 방법이다(Lee, 2017). 

이 방법은 튜브 모양으로 봉제한 원단에 네크라인, 

암홀과 몸이 통과할 수 있는 부분을 재단하고, 필요

한 부분을 봉제한 뒤 드레이핑으로 디자인을 완성한

다(Fig. 6). 이 방법은 디자인이 드레이핑의 우연성을 

통해 완성되므로 독창적이며 착용 방법에 따라 다양

한 스타일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험성이 강하고 수작

업으로만 제작 가능하여 대량생산에 적합하지 않다.

(6) 폴드 커팅

폴드 커팅은 소재를 주름 잡거나 오리가미 기법을 

사용하고 가열 처리하여 형태를 만든다. 필요시 부

분적으로 다트나 커팅 선을 넣어 소재 낭비를 최소화

하며 평면적인 특징이 있다(Yoon & Yim, 2015). 예로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의 브랜드 132 5. 이세이 

미야케(132 5. ISSEY MIYAKE)는 오리가미 기법으

로 재활용 폴리에스터 원단을 3D 모양으로 접은 뒤 

압착하여 평평하게 만드는 기술로 <Fig. 7>과 같은 

아이템들을 제작한다(132 5. Issey Miyake, n.d.). 

제로 웨이스트 패턴 기법의 유형 및 특성을 정리

하면 <Table 2>와 같다.

2) 산업적 생산에 적합한 제로 웨이스트 패턴 커팅 방

법 선정 

본 연구는 위의 내용을 참고하고 다음의 조건을 기

초로 하여 산업적인 의류 생산과 작업에 적절한 제로 

웨이스트 패턴 커팅 방법을 선정하였다. 첫째, 패턴 

작업과 패턴을 구성하는 조각이 기존의 패턴 형태 및 

작업원리와 유사하거나 기존에서 응용된 것이어야 

한다. 둘째, 일반적인 의류 생산 및 제작에서 현재 사

용하고 있는 봉제 기술이나 기타 기술을 기초로 한다.

이러한 기준으로 본 연구는 여성 셔츠의 제로 웨

이스트 디자인 개발을 위해 퍼즐 커팅, 지오메트릭 

커팅, 미니멀 커팅을 선정하였다. 퍼즐 커팅은 주로 

기존 패턴 블록에서 시작하고 지오메트릭 커팅과 미

니멀 커팅은 기하학적인 도형을 바탕으로 구성되지

만 의복의 각 부분에 대한 패턴을 계획적으로 구성한

다는 점에서 위의 조건에 부합한다. 또한 세 가지 방

Fig. 3. Geometric cutting pattern & dress.

Adapted from Andersen (n.d.). 

http://designerdavidandersen.com

Fig. 4. Module cutting pattern & dress. 

Adapted from Villamil (2012).

https://www.behance.net

Fig. 5. Minimal cutting pattern & duffle coat. 

Adapted from Rissanen (2012). http://www.textiletoolbo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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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전통적인 패턴-재단-봉제의 순서를 따르며 드

레이핑이나 오리가미 같은 고도의 수작업이나 특별

한 기술 공정에 의존하지 않아 산업화가 가능하다.

2. 최근 셔츠 트렌드 고찰

1) 셔츠의 종류와 구조

셔츠의 종류는 정장용과 캐주얼용으로 나눌 수 있

다. 정장용으로는 예복용 드레스 셔츠 및 턱시도 셔

츠 등의 포멀(formal) 셔츠, 와이셔츠 같은 비즈니스

(business) 셔츠, 격식에 덜 엄격한 타운(town) 셔츠 등

이 있다. 포멀 셔츠와 비즈니스 셔츠는 흰색을 기본

으로 한다. 캐주얼용으로는 폴로셔츠, 티셔츠 등이 있

다(Chung et al., 2001). 셔츠의 기본 구조는 칼라(col-

lar), 셋 인(set-in) 소매, 소매 플라켓(sleeve placket), 

커프스(cuff), 요크(yoke), 앞판(front), 플라켓(placket), 

Fig. 6. Subtraction cutting dress. 

Adapted from Subtraction cutting by Julian Roberts (n.d.). 

https://subtractioncutting.tumblr.com

Fig. 7. Pleated dress. 

Adapted from 132 5. Issey Miyake (n.d.). 

https://www.isseymiyake.com

Types Features Designers

Puzzle cutting

Similar to traditional industrial pattern production, but pattern construction is free.

The potential for industrial production is high.

Multiple item can be organized in one pattern.

Coincidental design and decoration effects can be obtained.

Timo Rissanen

Holly McQuillan

Julia Lumsden

Mark Liu

Im, Seon Oc

Geometric cutting
Consist of geometric shapes.

Depend on the physical properties of the fabric, the shape varies when worn.

David Andersen

Maja Stabel

Yeohlee Teng

Timo Rissanen

Module cutting Consist of units.
Carlos Villamil

Galya Rosenfeld

Minimal cutting

Design is completed with minimal incision and sewing.

The pattern is connected and mainly consists of a single piece of fabric.

Organize body parts and sleeves in tube format.

David Telfer

Subtraction cutting

Combine flat pattern and draping technique.

Complete the design with the chance of draping.

Only work by hand.

The design is original.

Julian Roberts

Fold cutting
Focus on origami and pleating techniques.

Finish by heat treatment.
Issey Miyake

Table 2. Types and features of the zero waste pattern cutt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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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추, 가슴 주머니(breast pocket) 등으로 이루어진다

(“Shirt”, n.d.). 

2) 최근 셔츠 트렌드 고찰

본 연구가 패션 정보 회사 퍼스트뷰코리아에서 제

시한 2018 F/W~2020 S/S 여성 기성복의 셔츠 트렌드

를 고찰한 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8 F/W 

시즌의 셔츠는 다양한 소재로 차별화되었다. 체크 

셔츠와 실크 셔츠가 중요한 아이템이었다. 체크 셔

츠는 실루엣이 축소된 것부터 <Fig. 8>처럼 거대한 

실루엣까지 다양했고 레이어링(layering) 디자인도 

표현되었다. 실크 셔츠는 <Fig. 9>처럼 늘어지는 볼

륨이 있는 블라우스와 셔츠의 중간 스타일로 전개되

었다. 꽃, 페이즐리, 스카프 모티브 무늬가 많이 사용

되었다(Firstviewkorea, 2018a). 

2019 S/S 시즌의 셔츠는 오버사이즈를 중심으로 실

용성과 장식성이 공존하는 스타일이 많았다. 실용성

은 소재와 구조적인 조형으로, 장식성은 다양한 프린

트나 무늬, 패치워크, 컬러 블로킹, 밝은 색상 등의 포

인트로 표현되었다. 소매와 유틸리티 디테일로 변화

를 주었는데 소매 길이는 <Fig. 10>처럼 아주 길거나, 

슬리브리스 등 다양했다. <Fig. 11>처럼 소매 모양이

나 트임의 변형이 많았다. 셔츠의 길이도 원피스처럼 

긴 형태를 비롯하여 다양했다(Firstviewkorea, 2018b).

2019 F/W 시즌은 아우터 같은 셔츠, 턱시도 셔츠, 

무늬가 있는 셔츠까지 독특한 스타일이 많았다. 아

우터 같은 셔츠는 소재와 구조적인 테일러링을 결합

하여 표현했고 무늬는 특징적인 모티브를 개발하였

다(Firstviewkorea, 2019a). 캐주얼 브랜드 군에서는 

루즈 핏, 넓은 커프스, 긴 소매 셔츠가 많이 제안되었

고 다양한 소재와 무늬, 포인트 프린트가 사용되었

다. <Fig. 12>와 같이 두 가지 요소가 레이어링된 디

자인도 있었다(Firstviewkorea, 2019b). 

2020 S/S 시즌은 볼륨과 형태를 강조하면서 소재와 

색상으로 변화를 주었다. 셔츠의 심플한 느낌과 블라

우스의 로맨틱한 느낌을 혼합한 여성스러운 셔츠가 

핵심 스타일이었으며 <Fig. 13>처럼 소매의 볼륨이 

강조되었다. 가죽 셔츠는 볼륨 소매나 리본 디테일로 

여성스러웠다. 작업복 같은 셔츠는 실루엣, 파스텔 

색상, 유연한 소재 등으로 차별화되었다. <Fig. 14>처

럼 실크 느낌의 셔츠는 예술적인 패턴을 사용하였다

(Firstviewkorea, 2019c). 캐주얼 브랜드군의 셔츠는 박

시한 아우터 같은 셔츠, 긴 원피스형 셔츠, 긴 소매에 

과장된 커프스와 칼라가 있는 루즈 핏 셔츠가 제안되

었다. <Fig. 15>처럼 컷 아웃, 분리된 빕 프론트(bib 

front)나 커프스 등 해체주의적인 디테일도 있었다

(Firstviewkorea, 2019d).

위에서 살펴 본 최근 셔츠 디자인 트렌드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실루엣은 대체로 루즈 핏과 오버

사이즈 등 볼륨을 강조하였고 셔츠 길이가 긴 경우가 

많았다. 소재는 다양했고 소재의 믹스매치나 패치워

크도 사용되었다. 색상은 클래식한 흰색부터 파스

Fig. 8. Big shirt.

Balenciaga 2018 F/W. 

Adapted from

Firstviewkorea (2018a).

http://www.firstviewkorea.com

Fig. 9. Drapery shirt.

3.1 Phillip Lim 2018 F/W.

Adapted from 

Firstviewkorea (2018a).

http://www.firstviewkorea.com

Fig. 10. Long sleeve.

Balenciaga 2019 S/S. 

Adapted from 

Firstviewkorea (2018b).

http://www.firstviewkorea.com

Fig. 11. Long shirt. 

Chalayan 2019 S/S. 

Adapted from 

Leitch (2018).

https://www.vogu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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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 강한 색상 등 다양했다. 무늬는 체크, 꽃무늬, 스

카프 모티브 등이 사용되었고 독특하고 예술적인 프

린트가 개발되었다. 디테일은 간결하거나 장식적인 

것이 공존했고 해체주의적인 것도 있었다. 몸판은 

기본 형태가 주를 이루나 소재의 혼합, 패치워크, 셔

링, 개더(gather), 트임과 유틸리티 포켓, 드레이퍼리, 

컷 아웃 등의 디테일을 더하였다. 또한 리본 등 여성

스러운 요소를 사용하였다. 소매는 볼륨이 강조되고 

과장되게 긴 것 등 길이가 다양했으며 트임으로 장식 

효과를 주었다. 칼라는 기본 형태가 많고 스탠드칼

라도 제시되었으며 칼라에 드레이퍼리를 더하거나 

크기를 과장하였다. 커프스는 과장되거나 해체주의

적인 경향도 있었다. 스타일은 다양했는데 특히 블

라우스와 셔츠의 혼합 스타일이 차별화되었고 레이

어링 효과, 절충 스타일 등으로 실용성과 장식성이 

공존하였다. 

본 연구는 위의 트렌드 요소 중 여유 있는 실루엣, 

개더, 드레이퍼리, 레이어링 효과, 칼라 변형 등의 디

테일, 흰색 원단, 셔츠와 블라우스의 혼합 및 실용성

과 장식적인 스타일의 혼합을 디자인 개발에 적용하

고자 선택하였다. 그 이유는 원 사이즈 핏 모스트 체

계를 고려하고, 셔츠의 클래식한 이미지를 표현하면

서 디테일을 잘 드러내며 최근의 스타일을 반영하고

자 함이다. 이를 정리하면 <Table 3>과 같다. 

Elements of trend Reasons for selection

Silhouettes Loose-fit, Oversize Suitable for one-size-fit-most

Fabrics Cotton/Cotton blend fabric
Eco-friendly material

Convenient to use

Color White
Representation of shirt's classic image

Details are well visible 

Details

Shirring, gather, slit, cut-out, string 

Scarf-like drapery

Volume 

Variation of collar Ideal for designs that maximize fabric use to reduce waste

Reflection of recent shirt design trends

Styles

Coexistence of practical style and decorativeness

Mixture of shirts and blouses

Layer-effect 

Feminine style

Table 3. Trend elements to be used in the development of zero waste shirts

Fig. 12. Layering shirt. 

Lacoste

2019 F/W. 

Adapted from 

Firstviewkorea (2019b).

http://www.firstviewkorea.com

Fig. 13. Volume sleeve. 

Stella McCartney 

2020 S/S. 

Adapted from 

Firstviewkorea (2019c).

http://www.fisrtviewkorea.com

Fig. 14. Silk shirt. 

Burberry

2020 S/S. 

Adapted from 

Firstviewkorea (2019c).

http://www.firstviewkorea.com

Fig. 15. Deconstruct shirt. 

Ann Demeulemeester 2020

S/S. 

Adapted from 

Firstviewkorea (2019d).

http://www.fir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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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로 웨이스트 셔츠 디자인 개발

1) 디자인 개발 의도 및 구상

본 연구의 제로 웨이스트 셔츠 디자인 개발 의도

와 구상은 다음과 같으며 <Fig. 16>에 정리하였다. 

첫째, 제로 웨이스트 패턴 커팅 방법 중 퍼즐 커팅, 

지오메트릭 커팅, 미니멀 커팅 방법을 이용하면서 

기존의 의복 구성 및 패턴 구성법을 바탕으로 산업 

생산에 적합하도록 패턴을 구상한다. 예로 소매 밑 

봉제선을 이용한 소매 플라켓 제작처럼 셔츠를 구성

하는 기존 요소를 고려하면서 원단 낭비를 줄이는 방

법을 고안한다. 또한 미니멀 커팅은 커팅 선을 최소

로 구성하여 제작시간을 단축하면서 디자인 변형이 

가능한 방향으로, 지오메트릭 커팅은 기하학적인 패

턴 구성으로 봉제의 난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퍼

즐 커팅은 셔츠의 디테일과 커팅 선을 다양하게 구현

하는 방향으로 개발한다. 

둘째, 셔츠의 기본 형태를 유지하면서 실용성과 

최근의 셔츠 트렌드를 고려하여 디자인을 개발하며 

관리가 쉬운 원단을 사용한다. 이에 따라 셔츠의 기

본 형태를 지닌 루즈 핏이나 오버 핏 실루엣에 셔링, 

리본, 끈, 드레이퍼리 등의 디테일을 활용하고 블라

우스 느낌을 더해 디자인을 구상한다. 또한 소매에 

볼륨감을 더하고 셔츠의 길이는 다양하게 한다. 사

이즈는 원 사이즈 핏 모스트를 바탕으로 하며 한복 

등 평면패턴 의복을 접목하여 다트가 없게 구상한

다. 원단은 면 100% 및 면/폴리에스테르 혼방 소재를 

사용하되 면의 혼용률이 큰 것을 선택하며, 디테일

과 셔츠의 클래식한 이미지가 잘 드러나도록 무늬가 

없는 흰색을 사용한다. 

셋째, 생산의 편리를 고려한다. 모든 패턴의 시접

을 1cm로 하고 완성된 패턴은 시접을 포함하며 셀비

지(selvage)까지 사용한다. 셔츠의 시접 처리는 말아 

박기와 오버로크(overlock)를 사용하고 일부 부위는 

시판되는 바이어스 테이프를 이용한다.

2) 제로 웨이스트 셔츠 디자인 전개 및 제작

본 연구는 퍼즐 커팅 방법으로 작품 1벌, 지오메트

릭 커팅 방법으로 2벌, 미니멀 커팅 방법으로 1벌을 

개발하였다. <작품 1>–<작품 3>은 면/폴리에스테

르 혼방 원단(C74%/T26%)을 사용하였고 <작품 4>는 

면 100% 원단을 사용하였다. 소매 트임이 있는 디자

인은 모두 소매 밑 봉제선을 이용하여 구성하였다.

(1) 비대칭 드레이퍼리 셔츠

<작품 1>은 루즈 핏, 긴 셔츠 길이, 셔링으로 볼륨을 

준 소매, 스카프를 모티브로 한 비대칭 드레이퍼리로 

셔츠와 블라우스의 혼합 스타일을 디자인하였다. 칼

라는 밴드칼라가 연장된 타이(tie) 형식으로 하였다.

Zero waste pattern making

Puzzle cutting, geometric cutting, minimal cutting 

One-size-fits-most

The recent shirt trends

Volume silhouette 

Gather, string, layering effect, drapery etc.

Shirt + blouse style

Feminine style

Development of

zero waste shirt

Practicality + trend

Suitable for industrial

manufacture

Considering traditional pattern making &

construction methods + convenience of manufacture

Fig. 16. The plan for zero waste shirt design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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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 구성은 지오메트릭 커팅 방법과 한복의 패턴

을 참조하여 사각형을 중심으로 구성하였고 142cm×

174cm의 원단을 사용하였다. 완성된 패턴은 몸판, 

밴드칼라, 플라켓, 커프스, 드레이퍼리, 뒤판 하단 패

널로 구성되었다. 버려진 원단은 음영으로 표시하였

다. 패턴과 작품 사진은 <Fig. 17>과 같다.

패턴 제작 방법은 다음과 같다. 소매와 몸판을 합

하여 원단 중앙에 십자 모양으로 배치했으며 몸 앞, 

뒤판의 너비는 시접을 포함하여 각각 50cm와 60cm, 

진동깊이는 앞 뒤 모두 27cm로 하였다. 몸판 밖의 부

분 중 앞 오른쪽 사각형에서 너비 8cm인 사각형 3개

를 만들어 플라켓, 밴드칼라의 일부분으로 하고 나

머지 부분은 커프스로 하였다. 왼쪽 사각형에는 너

비 8cm인 밴드칼라를 만들고 나머지 부분을 뒤 몸판 

아래에 연결하는 패널로 하였다. 뒤 몸판 옆에 있는 

두 개의 사각형은 셔츠 트임에 덧붙이는 드레이퍼리

로 하였다. 

편안한 착용감을 위하여 어깨의 여유 분량을 박스 

플리츠로 잡아 주었고 몸판 옆선에 트임을 주었다. 

드레이퍼리는 두 개의 사각형을 ‘ㄴ자’ 모양이 되게 

수직으로 붙여 봉제한 뒤 셔츠의 한쪽 옆에 봉제하였

고, 뒤 몸판 하단에 패널을 더하여 뒤가 더 길게 하였

다. 완성된 셔츠는 여유 있는 실루엣에 비대칭의 행

커치프 헴 라인, 벨(bell) 소매, 타이칼라로 여성스러

운 느낌을 준다.

(2) 드레이퍼리 셔츠 

<작품 2>는 장식적인 대칭형 드레이퍼리가 있는 

루즈 핏 셔츠를 디자인하였다. 칼라는 몸판 여밈 선

을 젖혀서 칼라처럼 보이게 하였다.

패턴 구성은 미니멀 커팅 방법과 마들렌 비오네

의 바이어스 커팅을 참조하였다. 이 셔츠는 앞 중심

선, 소매 라인, 몸판 옆선 일부, 원단 가장자리만 재

단하게 구성하였으므로 절개선이 적은 특징이 있

다. 142cm×160cm의 원단을 사용하였고 완성된 패

턴은 몸판, 커프스, 플라켓으로 구성되었다. 원단에

서 버려진 부분은 목 부위 뿐이다. 패턴과 작품 사진

은 <Fig. 18>과 같다.

패턴 제작 방법은 다음과 같다. 원단의 중심선에 몸

Fig. 17. Asymmetric drapery shirt pattern & photo. 

Illustrated and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20, Jul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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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과 소매의 중심선을 위치시키고 네크라인 및 젖혀

지는 칼라의 위치를 정했다. 진동깊이는 앞 뒤 모두 

26cm, 소매단의 폭은 각각 17cm, 앞 뒤 몸판의 폭은 

진동끝점 기준으로 모두 56cm로 하였다. 몸판의 옆

선은 원단의 중심점 A에서 아래로 50cm, 옆으로 30cm 

이동하여 진동끝점과 연결하였다. 원단 양쪽 끝에 너

비 8cm인 사각형을 그린 뒤, 8cm×28cm 사각형 4개로 

커프스를 만들고 나머지 부분을 플라켓으로 하였다.

이 셔츠는 옆선을 봉제하는 방법에 따라 두 가지 

스타일이 가능하다. 제시된 패턴처럼 옆선을 봉제하

면 4개의 드레이퍼리가 열린 셔츠가 된다. 옆선을 봉

제하지 않고 드레이퍼리 1과 2, 3과 4를 봉제하면 판

초 형태가 된다. 완성된 셔츠는 A라인 실루엣이다. 

장식적인 드레이퍼리는 단추로 몸판에 고정할 수 있

어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으므로 의상의 활용

도를 높일 수 있다.

(3) 오버 핏 5부 소매 셔츠

<작품 3>은 밴드칼라, 셔링이 풍부한 5부 소매, 허

리끈 장식이 있는 오버 핏 셔츠를 디자인하였다. 허

리끈은 실루엣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

패턴 구성은 지오메트릭 커팅 방법을 이용하였다. 

142cm×116cm의 원단을 사용하였고 사각형과 오각형

을 기반으로 패턴을 구성하였다. 전체 패턴은 앞 몸판, 

뒤 몸판, 소매, 플라켓, 포켓, 칼라와 거젯(gusset)으로 

구성되었다. 원단에서 버려진 부분은 목 부위의 원형 

부분이다. 패턴과 작품 사진은 <Fig. 19>와 같다.

패턴 제작 방법은 다음과 같다. 60cm×100cm의 사

각형으로 오버 핏 몸판을 구성한 뒤, 60cm×80cm를 

앞 몸판으로 하고 나머지를 뒤 몸판의 요크로 하였

다. 몸판 중심선을 그린 뒤, 앞 뒤 몸판의 경계선과 만

나는 점 A를 기준으로 네크라인을 그렸다. 몸판의 경

계선에서 앞판은 아래로 4.8cm, 뒤판은 위로 7cm 이

동하여 어깨선을 그렸다. 어깨선 사이에 생긴 삼각

형은 몸판 사이에 넣는 거젯으로 사용하였다. 원단 

오른쪽 끝에 너비 8cm의 사각형을 그린 뒤, 2등분하

여 벨트를 만들고 나머지 부분에 소매와 뒤판을 구

성하였다. 소매는 74cm×24cm 사각형 2개, 뒤 몸판

은 74cm×52cm로 하였다. 원단 위쪽 끝에 높이 8cm인 

긴 사각형을 두 개 그린 뒤 플라켓, 칼라와 포켓을 구

성하였다. 

Fig. 18. Drapery shirt pattern and photo.

Illustrated and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20, Jul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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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제 시 진동깊이는 20cm로 하였고 칼라는 한쪽

이 길게 연장되는 밴드 칼라로 제작하였다. 완성된 

셔츠는 오버 핏, 셔링이 풍부한 5부 소매와 뒤 몸판의 

셔링 디테일로 귀여운 스타일을 연출한다. 허리끈을 

앞이나 뒤로 묶으면 실루엣을 바꿀 수 있어 스타일링

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 

(4) 루즈 핏 기본 셔츠와 끈 장식 베스트

<작품 4>의 디자인은 셔츠 트렌드 중 레이어링 효

과를 응용하여 셔츠와 베스트의 투피스 스타일로 구

성하였다. 셔츠는 루즈 핏이며 베스트에 긴 끈을 달

아 장식 효과와 실루엣 조절 기능을 더하였다. 

패턴구성은 퍼즐 커팅 방법을 응용하였다. 152cm

×160cm의 원단을 사용하여 기본 셔츠의 형태를 반

영하면서 기존의 셔츠 패턴 제작 방식과 유사하게 접

근하였다. 원단의 폭이 넓으므로 하나의 패턴 안에 

여러 벌의 의상을 배치하는 방법을 응용하였다. 원

단을 세 파트로 나누어 첫째, 둘째 파트에 셔츠와 베

스트 한 세트를 구성하고, 셋째 파트에 몸판, 소매, 베

스트 패턴의 1/2을 번갈아 배치하여 완성된 패턴을 

4회 반복하면 셔츠와 베스트 다섯 세트가 완성되게 

하였다.

셔츠와 베스트는 앞 몸판, 뒤 몸판, 칼라, 소매, 커

프스, 베스트 앞판, 뒤판, 베스트 어깨끈, 장식용 끈, 

가슴 부위 포켓으로 구성되었다. 원단에서 버려진 

부분은 음영으로 표시하였다. 패턴과 작품 사진은 

<Fig. 20>과 같다.

패턴 제작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파트인 60cm

×160cm 사각형에 몸판을 배치하고 뒤 몸판 중심에 

10cm의 박스 플리츠를, 앞 몸판에 너비 5cm의 플라

켓을 양쪽에 넣었다. 하단의 가장자리를 사다리꼴로 

잘라내어 칼라를 만들었다. 암홀을 ‘ㄴ자’ 형태로 그

리고 암홀 옆의 남는 부분을 베스트의 어깨끈으로 

활용하였다.

둘째 파트인 60cm×160cm에는 소매, 베스트, 커프

스, 장식용 끈을 구성하였다. 30cm×8cm 크기의 커프

스를 양 끝에 배치한 뒤, 소매를 마주보게 배치하였

다. 셋 인 슬리브 구성법을 참고하여 소매를 제작하

고 옆선은 수직으로 내린 뒤 옆 부분을 베스트 끈으

로 활용하였다. 두 소매 사이에 남는 부분이 베스트

가 되는데 암홀 라인에 의한 곡선을 안단처럼 접어서 

베스트의 네크라인을 자연스럽게 수정하였다. 베스

트의 밑단과 앞, 뒤판의 안단 분량을 표시하였다. 원

단의 마지막 부분인 32cm×160cm에는 몸판, 베스트

와 소매 패턴의 1/2을 차례로 배치하였다. 이 부분으

로 구성된 셔츠의 각 부위는 먼저 구성된 셔츠보다 

너비가 최대 4cm 더 크게 된다. 

Fig. 19. Over-fit half sleeve shirt pattern and photo.

Illustrated and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20, Jul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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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된 셔츠는 기본 셔츠의 형태와 유사하다. 옆

면의 기하적인 컷 아웃은 칼라를 만들면서 생긴 디테

일이면서 디자인 포인트가 된다. 베스트 옆선에 부

착된 긴 끈은 장식 효과가 있으며 묶는 정도에 따라 

실루엣을 조절할 수 있다. 베스트는 다른 의복에도 

매치할 수 있어 의상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V. 결론및제언

제로 웨이스트 패션은 2000년대 이후부터 확산되

었으나 현재까지 여러 디자이너가 시도한 제로 웨이

스트 패션 디자인은 산업적 생산이 어려운 경향을 보

이고 있다. 본 연구는 소비자에게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 있고 산업적 생산이 가능한 제로 웨이스트 패

션 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상의 

기본 아이템인 셔츠를 선택하여 최근의 셔츠 트렌드 

요소를 반영하면서 제로 웨이스트 패턴 커팅 방법을 

응용하여 총 4벌의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응용한 패

턴 커팅은 전통적인 패턴 형태 및 구성 방식과 유사

하고 산업적 생산 가능성이 큰 퍼즐 커팅, 지오메트

릭 커팅, 미니멀 커팅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의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제로 웨이스트 셔츠 디자인을 개

발하고 실물을 제작함으로써 제로 웨이스트 디자인

이 일상에 파급될 수 있고 또한 제로 웨이스트 디자

인을 산업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

다. 둘째, 지오메트릭 커팅 방법을 사용한 경우 주요 

부위 배치 후 남은 부분을 드레이퍼리, 벨트, 칼라 같

은 요소로 활용하여 셔츠의 조형미를 강조하고 디자

인 포인트로 전환시킬 수 있었다. 셋째, 미니멀 커팅 

방법을 활용한 경우 최소의 절개선으로 셔츠를 구성

할 수 있었다. 절개선의 최소화로 인해 완성 형태가 

한 가지로만 고정되지 않고 봉제 부위 선택에 따라 

변화가 가능했다. 또한 단추 등을 활용하여 착용자

가 스타일을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었다. 넷째, 퍼즐 

커팅 방법으로 완성된 패턴은 기존의 셔츠 패턴 형태

Fig. 20. Loose fit shirt & string detail vest pattern & photo.

Illustrated and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20, Jul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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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가장 비슷하고 봉제 방법과 공정도 유사하므로 생

산 및 제작이 편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경험한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 방안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단의 폐기분량을 줄이려는 

시도에서 디자인에 제한이 발생하므로 이를 해결하

는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 예로 본 연구는 소매 트임

의 플라켓을 생략하고 트임 위치를 변경하여 소매 밑 

봉제선을 이용한 트임을 만들었다. 또한 셔츠 칼라

를 제작하지 않고 몸판 여밈 선을 젖혀 칼라처럼 보

일 수 있는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둘째, 최대한 기존 

패턴 배치 방법에 따라 식서 방향에 맞게 원단을 사

용하지만 제로 웨이스트를 위해 그렇게 하지 못할 수

도 있다. 해당 부위가 전통적인 방법으로 재단된 경

우와 외형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디자인의 연구가 필요하다. 예로 본 연구에

서 제작한 밴드칼라와 타이칼라는 바이어스로 재단

하거나 목 부위 곡선을 반영하여 패턴을 제작하지 못

했으므로 기존에 비해 자연스러운 느낌이 부족하였

다. 향후 유연한 소재를 사용하거나 칼라의 형태를 

다르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디자인이 제한되거나 창의

적 측면을 주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아이

템에 트렌드 요소를 반영함으로써 실용성과 상품성

에 중점을 두고 제로 웨이스트 디자인을 전개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고도의 수작업이나 

특수한 기술의 사용 없이 기존과 유사한 형태의 패턴

과 봉제 방법으로 셔츠를 제작함으로써 산업적인 생

산과의 연결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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