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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패션의 절개선 활용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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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Using the Cutting Lines in Modern Fashion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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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Slashes, deprived from the Crusaders' military uniforms, take their places among the fashion terms in modern
fashion, and they are represented with some techniques such as fraying fabrics or making holes. Slashes are also used
in various ways across all the fashion areas including clothing to accessaries. Slashes, which were once used to represent
a solid body and to make a body move suitably, are used not only to express the formative of clothing but also to allow
wearing sensations and functionality to wearers depending on their daily lives and the movements of their activities in
modern fashion design. Optical illusions of fashion, image variabilities, functionality and ornamentation, and design prin-
ciples, which were once represented with materials, colors, and details mainly used in fashion designs, are represented
using slashes in modern fas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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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의복착용목적에 적합한 패션디자인은 인간의 신체를 보호하

고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기능을 요구한다. 최근 패션의 흐름

은 시대적 흐름의 영향으로 신체보호 기능보다는 기능성

(function)과 실용성(utility) 그리고 장식성(decoration)이 강조되

는 기능주의적인 디자인이 부각되고 있다(하지수·김민자, 2002).

이에따라 기능성과 활동성을 부여하기 위한 신소재의 개발이 활

발하게 이루어져 현대 패션에 활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소재들

만으로 조형적이고 장식적인 효과를 표현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나 패션디자인 시 사용되는 절개선(cutting line)은 의복

의 기본적인 구성선 이외에 다양한 방향과 형태로 활용될 수

있어 기존의 신축성이 없는 소재에 신축성을 부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능성을 부여하거나 디자인 요소로 활용하여 심

리적 분위기와 착시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1998년 이후 디자이너들은 Dolce & Gabbana의 진슬랙스의

디자인과 같이 표범가죽 소재나, W & L.T.의 합성수지, 구찌

의 바지에 주름이 들어간 형태 등, 그 소재나 기법에 있어서

이질적인 소재의 결합이나 절개선을 활용한 패션디자인을 선보

이고 있다. 뻣뻣하고 신축성이 없는 진과 같은 소재에 이질적

인 소재의 결합이나 절개선을 활용하여 편안함과 기능적인 면

을 부여하거나(이정숙·성수광, 2004), 절개선에 따라 나누어

지는 부분을 그대로 남겨 둠으로써 디테일과 같은 장식적인 하

나의 요소로도 활용한다.

현대사회에서는 누구나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어 하며, 정서

적 안정도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한다(류정아·임원

자, 1993). 시각은 여러 주변상황에 따라 많은 가변성을 가지

고 있기 때문에 절개선을 통한 착시현상을 활용하면 시각적 결

함을 보완할 수 있고 착용자의 장점을 강조할 수 있다(이화연·

손미연·노희숙, 1990). 패션디자인은 의복의 유형, 선, 재질,

색상, 디테일 등 고유의 흥미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는 디자인

요소들로 구성되고 이미지가 결정된다(유송옥 외, 1996; 김유

진·이경희, 2000). 

현대 패션에서의 의복 절개선은 입체적인 인체의 실루엣을

살리고 편안함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사용어질 뿐만 아니라 장

식적인 요소로서 의복의 이미지와 특징을 결정짓는데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의 미적 감각 만족을 위한 절개선활용 시

일반적인 봉제기법이나 재단기법을 벗어나 다트(dart)와 솔기선

(seam line)을 겉으로 봉제하거나 일반적인 폭의 개념에서 벗어

나 폭을 넓혀 주거나 차이를 주는 등의 다양한 의복 구성방법

을 활용할 수 있다(이현숙, 1999).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패션의 기능성과 활동성을 높이기 위

한 의복구성 방법과 신소재를 중심으로 한 연구(이한섭 외,

2003)가 대부분이며, 디자인과 관련하여서는 색채와 문양 그리

고 실루엣 등에 따른 형태의 변화가 패션의 조형성이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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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본 연구는 입체적인 인체를 표현하고 인체의 움직임에 적합

성을 주기 위해 사용되었던 절개선이 현대 패션디자인에 있어

서 착시, 이미지의 다양성, 기능성과 장식성 및 디자인 원리 등

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의복구성선

의복의 구성선이란 평면인 옷감을 인체에 맞추기 위해 옷감

을 절개하고 봉제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솔기, 다트, 트임,

햄 라인(hem line) 등을 말한다.

의복의 구성방법에 따라 생겨나는 구성선은 착용자가 생활

하는 지역의 기후, 자원, 기술, 문화 등에 맞는 의복의 형태에

따라 직조한 옷감을 그대로 몸에 둘러 입는 권의(draped

garment), 몸에 맞도록 꿰매어 만든 봉재의(tailored garment)와

이 두 가지의 특성이 합쳐진 복합의(composite type)로 분류할

수 있다(유송옥 외, 1996). 현대 패션은 재단기법과 봉제기기의

개발과 유행의 변화와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의복의 형

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다양한 의복형태를 표현하기 위한 무원

칙한 구성선들은 일반적인 의복구성방법과 함께 절개선을 사용

하여 표현된다.

2.2. 16세기 슬래시

슬래시(slash)란 중세 시대의 십자군이 귀환하면서 군복에 난

칼자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겉옷을 째고 그 슬릿 사이로 대조적

인 색상의 속옷이나 안감을 보이게 함으로써, 특이한 복식미를

나타낸 것을 말한다(정현숙·김진구, 1986; 정인희, 2005). Fig.

1은 1514년 색스니의 헨리공과 1530년대 게르만 용병의 슬래

시가 들어간 의복을 나타낸 것으로 십자군 군복의 칼자국에서

시작된 이 유행은 일반인과 귀족들 사이에 크게 성행하였으며,

의복에 나타난 과도한 슬래시는 복식의 미를 한층 더해 주고

있다. 16세기에 성행하였던 슬래시는 현대 패션에서도 조형성

과 기능성을 필요로 하는 의복 형태에서 찾아 볼 수 있다.

2.3. 현대 패션과 절개선

십자군의 군복에서 유래된 슬래시는 현대 패션에서도 빈번

하게 사용되고 패션용어로서 자리 잡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절개선으로 나타난다. 현대 패션에서 슬래시는 의복뿐만 아니

라 액세서리에 이르기까지 전 패션영역에 걸쳐 다양하게 활용

된다. 슬릿형태의 슬래시는 현대 패션에서 단순한 슬릿이 아니

라 올을 풀거나 구멍을 내는 등의 기법과 함께 표현 된다. 이

러한 슬래시를 통해 착시, 이미지의 다양성, 기능성과 장식성

부여, 디자인 원리로서 활용된다.

Fig. 2는 슬래시를 활용한 현대 패션을 나타낸 것이다. 의복

의 앞부분이나 뒷부분 또는 옆을 절개한 슬래시 드레스뿐만 아

니라 구멍을 내거나 찢는 방법 또는 올을 푸는 등의 다양한

기법을 이용한 슬래시 효과를 엿볼 수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문제

절개선의 사전적 의미는 째거나 잘라서 벌린 선을 말한다.

3D(Dimension)슬랙스는 절개선과 다아트를 활용하여 만들어진

대표적인 의복형태로, 3D슬랙스란 기존의 바지가 4장의 천으

로 재단되어 만들어진 것에 비해 10장의 천으로 두 개의 원통

을 세워 놓은 듯한 입체적인 모양으로 제작된 것이다. 이와같

이 패션디자인의 절개선은 기능성을 필요로 하는 스포츠웨어에

서 시작되었으나, 기능성과 실용성을 추구하는 현대 패션의 모

든 복종에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현대 패션

디자인에서 절개선이 착시, 이미지의 다양성, 기능성과 장식성

및 디자인 원리 등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한

다.

3.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3D(Dimension)슬랙스 이후에 인터넷 자료(http://

Fig. 1. Sir Henry of saxony at 16 century and a foot soldier of german. Fig. 2. Modern fashion on using of s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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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hionbiz.co.kr, http://firstview.com)에서 패션디자인에 절개선

을 활용한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수집하여 절개선의 활용의 효

과에 따라 분류하였다.

4. 현대 패션의 절개선 활용

4.1. 착시의 효과

착시효과란 점으로 이루어지는 선과 선에 의해 형성되는 면

즉, 공간에 의해 길거나 짧게 또는 넓거나 좁게 보여 지는 현

상을 말한다.

절개선은 활용하는 방법에 따라 착시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현대 패션디자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착시의 예는 다음과 같다.

허리 라인에 절개를 넣어 가늘어 보이게 하거나, 남성은 남

성다움을 강조하기 위해 어깨를 넓어 보이게 하고, 여성은 어

깨를 좁아 보이도록 절개선을 활용할 수 있고, 시선을 위로 끌

어 올리기 위해서는 가슴 바로 아래 부분에 절개선을 넣어 활

용할 수 있으며, 의복구성 시 절개선의 방향에 따라 다리가 길

어 보이거나 날씬해 보이게 하는 등의 착용자가 얻고자 하는

시각적인 착시효과를 얻을 수 있다.

Fig. 3은 절개선을 활용한 현대 패션의 착시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c-1 : 절개를 선의 개념으로 활용하여 어깨가 넓어 보인다.

c-2 : 어깨 앞부분에서 소매 안쪽 끝까지 절개를 넣고 다른

색상의 소재를 사용함으로서 스포츠웨어에 패션성을 부여하고,

곡선을 이용한 절개는 율동감을 준다.

c-3 :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난 대칭의 사선이 남성적이며 활

동적으로 보이고 무릎부분에 넣은 절개선은 바깥쪽으로 넓어지

면서 절개된 부분에 다른 소재를 덧대어 동작에 활동성을 부여

하고 있다.

c-4 : 슬랙스 앞 중앙에 절개선을 넣고 다른 색상의 소재를

덧대어 줌으로써 세로선의 효과에 의해 날씬하게 보이며, 로우

웨이스트의 상의지만 시각적 무게는 안정되어 보인다.

c-5 : 이 웨이스트 상의와 절개 부위에 다른 색상의 소재를

파이핑(piping)과 같은 효과를 주면서 처리한 스커트는 허리와

힙 사이에 넣은 가로선이 세로선에 의해 하체가 지나치게 길어

보일 수 있는 점을 보완하면서 스커트가 방향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c-6 : 허리 부위에 넣은 절개에 의한 세로선이 웨이스트 니

퍼의 효과를 주어 허리를 더욱 가 늘게 보이면서 여성미를 강

조한다.

c-7 : 스트라이프 무늬의 소재에 다양한 절개를 이용하여 스

트라이프 방향을 달리 봉제함으로써 입체감을 나타낸다.

c-8 : 상하의에 넣은 세로선의 절개가 더욱 날씬하게 보이도

록 하며 상의에 하나의 절개, 하의에 두개의 절개를 주어 균형

을 이루고 있다.

c-9 : 슬랙스의 절개에 지퍼를 활용함으로써 다리를 길어 보

이게 하는 효과와 길이가 긴 슬랙스의 착용과 활동의 불편함을

지퍼의 개폐장치로 해결하였다.

이와같이 현대 패션디자인에서 절개선의 위치에 따라 인체

를 시각적으로 확장, 축소 및 변형함으로써 착용자가 얻고자 하

는 착시효과를 얻을 수 있다.

4.2. 이미지의 다양성

패션의 이미지는 의복의 유형, 선, 재질, 색상, 디테일 등 고

유의 흥미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는 디자인 요소들로 형성된 패

션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을 말한다.

현대 패션은 액세서리와 장신구 그리고 의복의 실루엣 및 패

션소재에 의해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이미지들을 절개선

을 활용하여 다양하게 표현한다.

의복의 실루엣과 선 그리고 절개선은 전체적인 이미지를 형

성하며, 장식적인 디자인으로 조화를 이룰 때 심리적인 만족과

즐거움을 준다. 절개선은 디자인 시 가장 시각적이고 조형적인

요소로 심리적 분위기와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다. 

현대 패션에서 선보이는 의복들 중에는 액세서리와 장신구

로 이미지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의복의 절개선을 활용하여 현

대적 이미지의 고대복식을 표현하기도 한다. 또한, 패션디자인

시 절개선은 가로선, 세로선, 곡선이나 기하학적인 선으로 활용

하여 여성적이거나 남성적인 이미지를 더욱 강조하기도하며 미

래지향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기도 한다.

Fig. 4는 절개선을 활용한 패션의 이미지 다양성을 나타낸

것이다.

d-1 : 등 부분을 절개하고 여백에 태양광선과 같은 느낌을

주는 디테일의 사용과 기하학적 분할을 활용함으로써 이집트시

대의 복식이미지를 표현한다.

d-2 : 슬리브를 세로방향으로 절개함으로써 중세 행잉 슬리Fig. 3. Optical illusion of modern fashion on using to cutting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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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의 이미지를 표현한다.

d-3 : 탑 형태의 원피스에 절개를 통해 공간과 형이 형성된

상의와 끈의 얽힘으로 인해 생겨난 공간과 형의 신발은 로마병

정의 복식이미지를 표현한다.

d-4, d-5 : 여성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드레스의 아래

부분을 풍성하게 하였고, 허리를 가늘게 보이도록 절개를 활용

하여 웨이스트 니퍼의 효과를 내기도 하였으며, 중앙에 절개를

중심으로 주름을 잡아 우아한 여성적인 이미지를 잘 표현한다.

d-6, d-7 : 절개를 통하여 공간과 형을 형성하면서 미래지향

적인 기능적이고 활동적인 여전사의 이미지를 표현한다.

d-8 : 슬리브 부위와 바디의 절개된 옆 부분을 연결함으로써

어깨를 둘러 내려지는 숄과 같은 느낌을 주며 절개된 부위에

코사지를 부착함으로써 더욱 여성적인 이미지를 표현한다.

d-9 : 홀터(halter)네크라인 처리된 부분에 절개를 통해 공간

과 형을 형성함으로써 시선을 얼굴 쪽으로 오도록 하고 스커트

의 아래 부분에 절개 처리된 부분은 고리형태의 잠금장치를 장

식으로 사용하여 속옷의 이미지를 준다. 또한, 절개된 부위의

바깥으로 길게 빼 놓은 천은 세로선의 효과를 준다.

d-10 : 상의 베스트의 절개부분에 지퍼를 이용하여 착용의

편안함보다는 남성적인 이미지를 더욱 강조하고 슬랙스의 무릎

부분에 절개를 넣어 무채색 배색을 하여 장식성과 활동성을 표

현한다.

d-11 : 베스트에 절개를 활용하여 스포티하면서 활동적이고

장식적인 효과를 주어 패션성이 가미된 이미지를 표현한다.

d-12 : 슬랙스에 활동성을 부여하기 위해 절개를 하고 다른

소재의 결합으로 편안한 레저웨어의 이미지를 표현한다.

d-13 : 일자형의 실루엣에 어깨에서 아래로 연결된 지퍼를

활용하여 남성적인 이미지를 표현한다.

4.3. 기능성과 장식성 부여

의복은 전체적인 실루엣과 이미지가 결정된 후, 의복이 요구

하는 기능성, 활동성 및 장식성에 따라 절개선의 위치와 방향

그리고 절개의 양이 결정되고 여러 가지 봉제기법이 사용된다.

의복의 기능성과 활동성을 부여하기 위한 절개선은 관절의 움

직임이 큰 슬랙스와 슬리브 부위를 많이 활용한다. 의복의 장

식성을 부여하기 위한 절개선은 절개에 의한 선뿐만 아니라 절

개선에 의해 생겨난 공간과 형을 활용하거나 절개된 부위에 다

른 소재의 연결 또는 배색 등을 활용하여 장식한다.

Fig. 5는 절개선을 활용한 현대 패션의 기능성과 장식성을 나

타낸 것이다.

e-1 : 슬랙스의 무릎 부위에 절개를 활용하여 무릎 보호기능

과 활동의 편안함과 좋은 착용성능을 부여한다. 또한, 부츠의

전면에 다른 색상을 넣어 강조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

루도록 장식하였다.

e-2 : 아래로 내려올수록 좁아지는 형태의 슬랙스 중앙에 절

개를 넣고 지퍼를 덧대어 줌으로써 장식적이고 다리가 길어 보

이는 효과를 주며, 착용시 편리함을 더해 준다.

e-3 : 절개에 의한 형태가 다른 면의 연결로 이루어진 슬랙

스가 유동적인 느낌을 주며 무늬와 같은 장식적인 효과를 준다.

또한, 절개부분의 봉제선에 의한 신축성이 타이트한 슬랙스의

활동성에도 도움을 준다.

e-4 : 팔꿈치 부위에 절개를 넣고 입체적으로 처리하여 장식

Fig. 4. Image of modern fashion on using to cutting lines.

Fig. 5. Wearing effect of modern fashion on using to cutting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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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활동성을 주고 착용시 구김을 방지할 수 있다. 장갑은 절

개를 활용한 다른 소재의 결합으로 밋밋하지 않고 힘이 있어

보인다.

e-5 : 모자의 크라운 부분을 절개하여 떼어 냄으로써 생긴

공간과 형이 하나의 형태를 이루어 장식성을 부여하며 가볍고

발랄한 느낌을 준다. 또한, 운동시 햇볕을 막아 주면서 통풍성

을 높일 수 있다. 어깨와 허리부위를 연결한 장식적인 형태가

모자와 유기적인 연결을 이룬다.

e-6, e-7 : 슬랙스의 절개부분의 면적을 달리 하여 다른 소재

를 덧대어 장식적인 효과를 주고, 무릎관절 부위에 절개를 넣

어 줌으로써 활동의 편리성을 주었다. 또한, 넓적다리돌기점부

위에 절개를 넣어 보행 시 편안함을 준다.

e-8 : 지나치게 통이 좁은 슬랙스의 절개된 부위의 소재를

도려냄으로써 공간과 형을 형성하고 무릎부위와 밑위 부위에

활동성을 부여 한다. 도려낸 밑위 부위를 통해 보여 지는 부분

과 슬랙스의 색상을 보색(빨강, 청록)으로 대비하여 장식성을

부여하였다.

e-9 : 통이 그다지 좁지 않은 슬랙스의 허리부위에 끈을 양

옆으로 덧대고 절개부위에 지퍼를 부착하여 장식적인 효과를

준다.

e-10 : 레오파드형태의 상의에는 절개를 활용한 포켓을 넣고,

하의의 무릎부위에는 슬릿을 넣어 색상을 대비시켜 장식성을

부여하였다.

4.4. 패션디자인 원리의 활용

패션디자인 원리에는 비례, 균형, 통일, 조화, 리듬, 강조, 경

제 등이 있다. 이러한 패션디자인 원리는 선, 형태, 소재, 색,

디테일 등의 디자인 작업에 따라 각기 다른 디자인과 이미지를

표현한다. 현대 패션은 과거에 비하여 활동적이고 기능적인 특

징을 갖고, 절개선의 활용은 스포츠웨어뿐만 아니라 일상복에

이르기까지 복종에 관계없이 다양하다. 또한, 의복구성 시 절개

선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색이나 소재 및 디테일 등으

로써 표현하던 디자인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Fig. 6은 절개선을 활용한 패션디자인의 원리를 나타낸 것이

다.

f-1 : 슬리브가 달린 방향의 스커트에 슬릿을 주어 비대칭 절

개에도 불구하고 비대칭의 균형감을 나타낸다.

f-2 : 소재를 비대칭으로 도려내어 문양의 효과를 나타낸다.

f-3 : 가슴부위에 대칭의 절개로 소재를 도려내어 문양의 효

과를 나타낸다.

f-4 : 드레스 중앙에 대칭의 절개선을 활용하여 같은 소재임

에도 불구하고 광택이 다른 소재로 보이고 주름에 의한 사선이

대칭균형을 나타낸다.

f-5 : 상의의 절개된 부분들을 패거팅(fagoting)기법에 의해

문양처럼 처리하고, 슬랙스의 주머니를 세로선의 절개를 넣어

지퍼를 활용함으로써 조화를 이룬다.

f-6 : 재킷 안의 베스트에 칼라와 앞단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생략함으로써 경제성을 나타낸다.

f-7 : 원피스형태에서 가슴부분을 제외한 상의를 생략하고 연

결함으로써 경제성을 나타낸다.

f-8 : 가슴윗부분을 절개하여 맨살을 드러냄으로써 시선을 위

쪽으로 끌어 올리는 효과로 강조한다.

f-9 : 슬랙스의 하단부분에 절개에 의해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교차의 느낌을 주고 강조되어 슬랙스의 폭이 더욱 좁아 보인다.

f-10 : 인체를 따라 비스듬한 절개선의 양옆에 생긴 주름과

플레어진 아랫부분이 보행 시 리듬감은 나타낸다.

f-11 : 좌우를 흐르듯이 절개하여 끈을 이용하여 연결함으로

써 리듬감이 나타난다.

f-12 : 소재를 도려내는 방법을 사용하여 상의 하단부분에 아

래로 내려 갈수록 공간이 커지는 점진적 반복방법을 나타낸다.

5. 요약 및 결론

의복구성시 입체적인 인체를 표현하고 인체의 움직임에 적

합성을 주기 위해 사용되었던 절개선이 현대 패션디자인에 있

어서는 의복의 조형성 표현과 착용자의 일상생활이나 활동상의

움직임에 따른 편안함과 기능성을 부여하는데 활용된다. 또한,

Fig. 6. Design principal on using to cutting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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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와 색채 그리고 디테일로 표현되던 착시, 이미지의 다양성,

기능성과 장식성, 패션디자인 원리 등을 현대 패션에서는 절개

선을 활용하여 표현한다.

현대 패션디자인에서 절개선의 활용으로 얻을 수 있는 착시,

이미지의 다양성, 기능성과 장식성 및 디자인의 원리 등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절개의 방향, 형태, 폭 등에 의해 여성다움과 남성다움, 다

리가 길어 보이거나 어깨가 넓어 보이는 것, 허리가 날씬하게

보이는 등의 착시효과를 얻는다.

2. 의복의 소재나 색채 그리고 액세서리 등으로 표현되던 패

션이미지를 절개선을 활용함으로써 고대복식에서부터 현대 패

션까지 다양한 이미지를 표현한다.

3. 의복의 기능성과 장식성을 위해 신소재를 사용하거나 여

러 종류의 액세서리와 디테일 등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의복구

성 시 절개선의 위치와 방향을 달리하여 활동성과 기능성을 부

여하고, 절개에 의해 생겨난 면과 공간과 형을 이용하여 장식

성을 부여한다.

4. 패션디자인 시 소재, 색채, 디테일을 이용하여 표현하던

디자인 원리를 의복구성 시 절개선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의복

구성방법을 달리함으로써 비례, 균형, 통일, 조화, 리듬, 강조,

경제성 등을 표현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 패션에서 전반적인 절개선 활용에 관하

여 다루었으나, 나아가 의복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기능성이

나 성능 및 이미지 등에 절개선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를

연구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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