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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From traditional ceremony to science technology, origami was used as technique for artistic creativity and
functionality based on formative characteristic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xpressive characteristics of
functionality in fashion design using origami technique. The method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recent documentaries,
fashion books, fashion magazines, internet web site and so forth. The results were as follows: In various fields of design,
the category of the expressive characteristics was classified as efficient correspondence of space, compositive con-
vergence of function, variable potentiality of form and human ergonomic optimum. In recent origami fashion based on
functionality, the efficient correspondence of space was expressed constructive or decorative pocket design, using on
clothing surface and varied design by lifestyle. The compositive convergence of function was expressed innovative con-
nection of fashion items or non-fashion items and deconstructed classical clothing pattern. The variable potentiality of
form was expressed control of form by irregular fold, dynamic metamorphosis by organic fold and creation of varied cloth-
ing silhouette. The human ergonomic optimum was expressed metamorphosis mechanism from two dimension to three
dimension, suitable construction to physical ability and limit and organic form based on articular folding. The functional
origami fashion means reflection of nomadic lifestyle, maximum of usability, pursuit of playful sensibility, creation of new
body aesthetic and pursuit of technology and humanism. And the result of these study may be used for creative inspiration
in fashion design because of unique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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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 디자인은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이

상적 목표 속에서 다각적인 효율성과 창조적 역할의 특징을 가

지는 동시에 정신적·물질적 기능을 함께 이루어낼 수 있어야

한다(조동성, 김보영, 2006). 인간의 생존과 생활을 위한 모든

사물은 이러한 기능의 문제를 철저하게 규명할 때 그 개념이

더욱 명백해지며,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부합하고 사용자들에

게 보다 편리하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이재국, 1989).

디자인에서의 기능은 형태와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며 효율

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지속적

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디자인 분야 뿐 아니라

일찍이 과학, 수학, 교육, 건축 등에서도 커다란 영향력을 미쳐

왔으며, 최근 IT 분야와도 접목되어 심미적·기능적 표현방법

으로 여러 영역에 활용되고 있는 오리가미(origami)가 있다.

중국에서 유래한 오리가미는 종이접기(paper folding)를 이르

는 일본어이며, 오랜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수세기

동안 오리가미는 전통의식과 가깝게 연관되어 왔으며, 세기를

넘어 대중적인 가족 놀이가 되었다. 전 세계에도 널리 퍼져있

는 오리가미는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창조, 도전, 여유 있는 취

미로 인식되고 있으며, 또한 몇몇 페이퍼 폴더(paper folder)들

에게는 유용한 예술작품으로 활용되어 오고 있다(Temko, 2002).

전통의식, 놀이 그리고 예술작품을 통해 발전해 온 오리가미

는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디자인 교육에도 커다란 영향력을 미

친 바 있다. 독일 디자인 교육의 산실인 바우하우스가 그러한

데, 오리가미는 접기, 컷팅, 구부리기 등으로 1차원에서 3차원

에 이르는 다양한 조형교육에 활용되어 디자인 전공 학생들에

게 공간개념과 수학적 원리를 일깨우며 고도의 창의적인 활동

으로 인식되었다.

20세기를 통해 발전, 성숙한 오리가미는 초기에는 주로 예술

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디자인에 응용되었으며, 후기로 갈수록

기능성을 필요로 하는 과학 관련 분야 즉, 산업디자인, 기계,

포장, 우주 프로그램, 그리고 이외 과학 분야에서도 실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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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이 이루어져 왔다(Cantz et al., 2005). 패션에서는 영국 런

던의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 예술 대학(Central Saint Martins

College of Art and Design)의 디자인 연구소가 오리가미를 원

형으로 하여 간단하게 접는 것만을 통해 2차원의 겹쳐진 패브

릭(fabric)을 삼차원의 액세서리로 변형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

으며, 또한 디지털 라이프스타일의 필수적인 MP3 플레이어, 디

지털 카메라 등에 적합한 가방 모델(“Fashion for”, 2001)을

제안하여 독창적이고 시대지향적인 기능적 디자인을 모색한 바

있다.

현재까지 패션디자인 분야에서 오리가미에 대한 연구는 종

이접기를 응용하여 복식에 접목한 논문(김선영, 1994), 종이작

업의 조형효과를 패션에서 연구한 논문(김정신, 1997), 그리고

주름 즉 플리츠기법과 관련된 패션에서의 연구논문(김지영,

2005; 손영미, 이수현, 2004; 양희영, 양숙희, 2007)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들은 오리가미에 대한 본질적인 접

근과 기능성에 대한 활용 연구가 아닌 조형적인 예술 효과에

중점을 두어 왔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단순

한 표면장식으로써의 미적 기능을 지닌 오리가미가 아닌 기능

성을 토대로 한 오리가미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정립하여, 이를

패션 디자인 분야에 적용함으로써 그 표현 특성을 도출하고, 나

아가 미래 기능적 패션 디자인을 위한 창의적인 교육 활동에도

널리 활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내용 및 방법으로는 먼저 이론적 연구에서는 국

내외 오리가미 관련 문헌, 선행연구논문, 인터넷 사이트 자료

등을 통해 오리가미의 개념, 표현속성에 대해 고찰하였고, 오리

가미 디자인에서의 기능적 유용성을 토대로 디자인분야에서의

표현특성을 도출하였다. 실증적 연구에서는 다양한 디자인 분

야에 응용된 오리가미의 표현특성을 토대로 최근 패션 관련 서

적, 패션 잡지, 인터넷 사이트에서 추출한 기능성이 반영된 오

리가미 패션에서 그 표현특성 및 의미를 분석하였다.

2. 오리가미에 대한 이론적 고찰

2.1. 오리가미의 개념 및 발전

A.D. 1~2세기경 중국에서 유래한 오리가미는 6세기 일본 헤

이안 시대에 등장하였으며, 접다라는 ori, 종이라는 kami가 합

쳐진 말로써 사용되었다. 일찍이 헤이안 시대에 일본 귀족들의

의례적인 생활에서 사용되기 시작한(Engel, 1994) 오리가미는

이후 무로마치 시대(1338~1573)에 상급 무사들의 사회 계층을

구분하는 기능이 부가되었다. 그리고 도쿠가와 시대(1603~1867)

에 들어서면서 일반 사람들도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예술 문

화로 발전하게 되었다.

일본의 전통적인 오리가미로부터 새로운 미적 감성의 형태

로 창조한 사람은 요시자와 아키라(Yoshizawa Akira)이다

(Jackson, 2006). 그의 작품들은 사물의 형태를 재현하는 것 뿐

아니라 감성적인 표현까지도 보여주는 것으로써 오리가미의 표

현을 한층 고양시켰으며, 오늘날의 예술적인 오리가미에 커다

란 영향력을 주었다(Cantz et al., 2005). 이로써 일본의 오리가

미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재현해내는 단계에서 보다 나아가 내

면세계를 반영한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써 그 가치를 보여주게

되었다.

오리가미는 8세기에 일본을 침략한 무어인들이 스페인으로

전하면서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다. 무어인들은 수학과 천문

학에 매우 뛰어났으며, 기하학의 원리를 종이접기를 이용해 가

르치곤 하였다. 이후 서구에서 오리가미는 여전히 단순한 어린

이들의 놀이로 여겨졌을 뿐 예술로서 인정받지는 못했으나 최

근에 이르러 세계 각지의 종이접기 애호가들에 의해 고도로 창

의적이고 지적인 활동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Beech, 2006).

오리가미는 창의적인 디자인 교육분야에서 감각 훈련을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로도 발전하였다. 일찍이 독일의 바우하우스

에서는 종이접기를 통해 학생들의 창조성을 신장시키고 조형적

기초능력과 디자인적 감각을 길러 교육함으로써 용구와 기능적

특질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힘을 기르게 함(김정신,

1997)으로써 디자인 관련 분야에서의 활용성을 암시하였다.

오늘날 종이접기를 이르는 오리가미는 풀로 붙이거나 자르

는 것 없이 한 장의 종이로 접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단순히

접는다는 원칙만 두고 종이 이외에도 철사나 금속판을 구부려

이용한 철제 제품 및 건축구조물, 혹은 섬유소재를 접어 표현

한 패션 디자인, 나무와 나무를 연결하여 접어 표현한 가구 디

자인 등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실험적이면서도 기능적이고

창의적인 디자인 방법으로 발전되어오고 있다.

2.2. 오리가미의 표현속성

오리가미는 스트라이프와 직각선, 구불거리는 곡선, 교차하

는 선(line)에 의한 괘선원리, 등변 혹은 이등변 삼각형 배열의

평면 상태 패턴을 포함한 삼각원리, 그리고 임의의 주름선과 불

규칙 면에 의한 구김원리로 이루어진다(Vyzoviti, 2006). 이러한

원리는 조형적 요소인 선과 면에 의한 반복, 중첩적 배열에 의

한 중층구조를 가지며 연속적 속성을 띠게 된다. 즉 선은 직선

혹은 곡선의 평행, 직각에 의한 선의 연속적인 반복으로, 면은

등변 혹은 이등변 배열의 연속적 반복에 의해 구성되며, 이때

선과 면은 기계적이고 규칙적인 연속적 반복 혹은 유기적이고

불규칙적인 주름선과 불규칙 면에 의한 불연속적인 반복으로

표현된다.

선과 면의 반복으로 이루어진 오리가미의 형태는 결과적으

로 기하학적 형태와 유기적 형태를 띠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기

하학적 형태는 직선, 반복, 수직선, 수평선, 좌우 대칭, 정교함

을 가진 창조적 연결 또는 기술적인 원리로써 일정한 체계와

규칙에 따라 논리적이며 구조화되어있으며, 유기적 형태는 말

그대로 유기적, 자연스러운, 질감이 있는, 개인적, 그리고 감정

적인 반응을 이끌어낸다(Jackson, 2006).

들뢰즈는 다양한 차이를 생성하는 주름의 구조를 통해 무한

한 잠재성과 역동성, 다양성을 함축한다고 보았다(양희영, 양숙

희, 2007). 이는 접고 펼치는 오리가미의 원리이며, 변화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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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을 내포한 잠재적 속성을 의미한다. 잠재성은 규칙적 혹은

불규칙적 접기 원리를 토대로 한 오리가미가 펼쳐짐(unfolding)

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얼마든지 변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오리가미가 1차원의 선, 2차원의 면, 3차원적인 공간의

형태로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인데, 가령, 3차원의 공간이 펼

쳐져 2차원의 면으로, 2차원의 면이 다시 1차원의 선으로도 펼

쳐질 수 있는 원리이다. 즉 오리가미는 입체적인 조형 디자인

을 위한 표현 방법으로써 다양한 불확정적인 변화하는 형태에

대한 실험을 시도할 수 있으며, 3차원의 물체를 이해하고 창조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예술적인 조형미 뿐

만 아니라 디자인 감각훈련에도 유용하며, 고전적인 사물의 확

정적인 형태를 탈피하고 유기적으로 생성되고 역동적으로 변화

하는 성질을 나타낸다.

3. 오리가미 디자인의 기능성과 표현특성

3.1. 오리가미 디자인의 기능성

라틴어「Functio」에서 그 어원이 유래된 기능(Function)은

영어의「Performance」의 뜻인 작용, 성능, 활동 등을 의미한

다. 이는 기계의 물리적 기능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면

적으로 실용성과 심리적 효용성이 합목적의 성격을 갖고 복합

되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이다.

사물의 기능에 대해 러스킨(John Ruskin)은 인간이 사회생활

을 영위함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모든 제품은 유기적 질서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였으며, 여기서 유기적 질서란 심

리적, 윤리적, 실용적, 경제적 기능을 포괄하는 통합적 기능을

의미한다(이순만, 1998)고 보았다. 이재국(1989)은 기능이라는

것이 크게 자연물에 내재되어 있는 원초적인 기능과 필요에 의

해 창출된 인위적인 기능에 의해 생성되며, 인간의 물리적 욕

구에 의한 주기능과 부기능으로써의 실제적 기능과 심리적 욕

망에 의한 미적·상징적 기능으로써의 개념적 기능으로 분류

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은 주기능, 부기능, 미적 기능,

상징적 기능에 의한 순서로 발전되며, 결국 상호의존적인 관계

에 의해 통합된 하나의 기능체로 완성된다는 것이다. 모홀리나

기(L. Moholy-Nagy)는 이러한 기능이 디자인을 완성하는데 목

적이 있으며 형태를 만드는 유효한 수단이 된다(이재국, 1989)

고 주장함으로써 오리가미 디자인에서도 역시 기능은 형태를

뒷받침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놀이와 예술로서의 미적 기능을 지닌 오리가미는 오늘날 목

적 지향적인 디자인 분야에서 사물의 주기능을 토대로 상징적

기능에 이르는 통합적 실체의 표현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일

찍이 들뢰즈(G. Deleuze)가 주름(fold) 개념을 통해 형태와 기

능 사이의 관계를 열었던 것(Quinn, 2003)과 같이 주름의 개념

으로써 오리가미 디자인은 실용적인 기능성에 있어 유용함을

지닌다. 일례로 IBM과 영국의 코콤사(cocom)에서는 각각 접으

면 노트북이 되고 펼치면 데스크 탑이 되는 컴퓨터 오리가미라

는 만능 IT기기를 선보임으로써 IT와의 융합을 꾀한 바 있으

며, 연관 분야인 휴대전화(Fig. 1), 영상회의, PDA, MP3 기능

을 융합하는 디지털 컨버전스(digital convergence)에서도 주요

한 표현 방법으로 오리가미 기법이 적용되어 오고 있다.

과학기술을 필요로 하는 산업 디자인 분야 뿐 아니라 오리

가미만의 독특한 표현속성으로 인해 기능을 필요로 하는 형태

디자인에 있어 그 응용은 가히 무한하다할 수 있다. 사물을 안

전하게 보관·전달하는데 필요한 포장디자인, 공간효율성을 필

요로 하는 건축 및 가구 디자인(Fig. 2), 신체 기능에 최적화된

패션 디자인 분야 등 다양한 디자인 영역에서 오리가미는 기능

에 따른 형태변화가 가능하다. 

즉 과거 미적·상징적인 개념적 기능과 더불어 오리가미는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필요에 의한 실제적 기능을 부여하는 방

법적 메카니즘을 통해 사용자의 물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통

합적 기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3.2. 오리가미 디자인의 표현특성

사물의 실제적·개념적 기능이 통합적으로 표현된 오리가미

는 인간 삶의 불편을 해소하고 물리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며, 실

용적인 가치를 지님으로써 일상생활용품에서 과학적인 메커니

즘을 필요로 하는 최첨단 제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적용

되고 있다. 흔히 접할 수 있는 일상생활용품으로는 공간의 확

Fig. 1. 모토로라의 오리가미 휴대폰 원리(http://bloter.net/archives/11849)

Fig. 2. Sofa bed(1000 New designs, p.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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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통해 바람을 일으키는 접이식 전통 부채, 관절의 꺾임을

통해 공간을 축소·확장한 접이식 의자, 경첩에 의해 열고 닫

히는 문(door), 접이식 자전거 등이 그러하며, 이러한 사물들은

오리가미의 접고 펼쳐짐에 의해 효율적인 공간대응성을 그 특

성으로 하고 있다.

오리가미의 공간 대응성은 오늘날 현대인들의 유목적 생활

에서도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IT분야에서 접는 방식의 휴

대용 전화기, 노트북 등이 대표적이며, 나아가서는 미국 메사추

세츠공대(MIT) 미디어랩 연구팀이 개발한 접을 수 있는 초소

형 전기차인 ‘시티카’(The City Car)에도 적용되어 향후 미래

도심의 이동을 위한 유력한 디자인 기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오리가미는 과학적 메커니즘이 바탕이 된 최첨단 우주 탐사

와 관련된 제품에도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몇 년 전 미국

항공우주국에서는 지름 350 m가 넘는 초대형 망원경을 어떻게

우주까지 운반할 것인지로 고민에 빠진 적이 있는데, 이때 해

결책이 된 것이 오리가미이며, 초대형 망원경을 72개 조각으로

만들어 경첩을 단 뒤 종이처럼 접어서 운반하였다. 종이를 접

을 때 자르지도 않고, 테이프나 풀을 사용하지도 않는다는 오

리가미의 원칙을 이용한 결과였다(“종이 접기는”, 2004).

공간 대응성이 뛰어난 오리가미는 건축에서도 창조적 시스

템을 위한 모델(Quinn, 2003)로서 고전 기하학에서의 공간적

위계를 전복시키고 모호하면서도 복잡한 구조를 가진 비선형적

건축의 형태로 표현되어 혁신적인 공간을 창조한다. Fig. 3은

기하학적으로 접는 오리가미 기법을 통해 제한된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구현한 비선형적 건축의 예이며, 미적 측면에서 고

전적인 사물의 형태미를 벗고 탈구조주의적 특징을 보여준다.

탈형태미는 Fig. 4의 우유팩 안에 남은 양에 따라 접을 수 있

도록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한 디자인에서와 같이 미적 측면뿐

아니라 사용자의 편의성, 즉 유저빌리티를 향상하기도 한다.

이처럼 오리가미는 오늘날 탈구조주의라는 시대적 패러다임

과 맞물리면서 기존 사물의 주류적인 형태를 벗고 창의적인 디

자인 방법으로써도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 효율적 공

간대응성이라는 특성은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사용자의 편의

를 도모하는데 유용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1세기는 IT산업 내에 다양한 융합의 질서로 전개되는

컨버전스의 시대이며, 디자인 분야에 있어서 내부의 역할 통합

화, 외부 타 영역과의 통합화를 위한(조동성, 김보영, 2006) 표

현 방법에 대해 다양한 조형적 접근법이 모색되고 있다. 이러

한 측면에서 오리가미는 복합적인 기능을 통합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조형적 모델로도 활용되고 있다.

오리가미 디자인에 나타난 복합적 기능의 통합화는 유연한

곡면으로 이루어진 접점을 통해 표현된다. 접점을 통해 표현된

독특한 접힘은 유기적인 주름에 의한 방식과 기계적인 정교함

의 기하학적 접힘에 의한 방식이 있다. Fig. 5의 사례는 유기

적인 주름 방식을 통해 기능적 통합성을 모색한 디자인으로 1

차원적인 선의 형태인 튜브관을 2차원적인 면으로 표현한 에

어컨디셔너(art conditioner)이자 쿨 커튼(cool curtain)이다. 두

가지 기능을 통합적으로 표현한 이 디자인은 고전적인 사물의

역할을 확장하고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한다. 기계적인 기하학

적 접힘 방식을 토대로 한 Fig. 6에서도 오랜 시간 동안 자동

차 여행을 위한 Wi-Fi, 웹 브라우징, 음악 녹음재생, Sky TV

채널의 패키지 디자인으로써 가로 혹은 세로로 자유자재로 접

기가 가능하여 경쟁력 있는 가치창출과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처럼 오리가미 디자인에 있어서 복합적 기능의 통합화는

디자인 영역의 확장과 기존 사물의 새로운 가치창출, 그리고 나

아가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이끌어내는 창조적 수단으로써도

그 의미를 지닌다.

유동적이고 변화 가능한 속성의 오리가미는 또한 펼쳐짐과

접힘을 통해 사물의 특정한 구조적인 형태를 확정짓지 않는 불

확정적인 형태잠재성을 띠고 있다. 이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Fig. 5. Air conditioner, Cool Curtain(100 new designs. p. 306.)

Fig. 6. Nokia N92(100 new designs. p. 292.)

Fig. 3. Yasuhiro Yamashita의  

origami house 

(www.origamiblog.com)

Fig. 4. 우유팩 

(히트 트랜드 전략. p.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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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형태미를 구현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인간 욕구를 충

족시키는 기능을 담고 있다. Fig. 7은 이러한 변화가능하고 고

정되지 않은 사물의 외형을 보여주는 전등 디자인이며, 사용자

의 기호에 따라 다양하게 접어 변형할 수 있는 조절 가능성,

변형 가능성의 유저빌리티를 나타내고 있다.

생활 소품 디자인 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 있는 아이템들

역시 오리가미 기법과 속성을 활용한 급진적인 형태로써 현대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와 개성을 충족시키고 있다. 건축영역

에서는 오리가미 기법을 통해 공간을 구성하는 선형적 요소들

인 벽/기둥, 천장/벽, 바닥/벽, 바닥/지붕, 수평/수직간의 위계를

없게 하는 위상적 변환이 새로운 시대적 흐름의 한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역동성의 표출과 함께 사물의 내·외부

의 경계를 없애는 절대주의적인 공간개념을 전복한다(김태수,

2004). 이것은 주름을 통한 오리가미가 반복과 움직임에 의해

면과 공간을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며, 이때 형성

된 공간은 복잡한 공간의 정렬을 제시하며 연속된 공간으로 인

지되어진다(양희영, 양숙희, 2007). Fig. 8은 닫혀있는 벽이라는

고정관념을 깬 ‘부드러운 벽’이라는 작품으로 2001년 스테파니

포르시스(Stephanie Forsythe)와 토드 맥 앨런(Todd Mac Allen)

이 종이와 텍스타일 룸 칸막이를 개발하여 오픈된 공간을 보다

더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허니콤 구조의 이

유동적인 벽은 안전성과 탄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모양으로

도 구부러지며, 끝에는 벨크로(velcro)가 부착되어 있어 다른 벽

을 함께 연결시킬 수 있다. 이처럼 길게 연속된 허니콤 구조의

다양한 형태 잠재성을 지닌 벽은 내·외부라는 공간개념을 재

정의하고,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창의적으로 변형 가능한 공간

을 생성한다.

기능을 토대로 하는 오리가미 디자인은 결국 사용 주체인 인

간의 욕구 충족, 즉 육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확장시키기 위함

이며, 인간공학적인 측면에서 최적화라는 특성을 나타낸다. 이

것은 오늘날 제품 디자인이 인지공학, 인지과학, 인간공학, 감

성공학, 심리학 등 많은 분야를 통해 인간의 특성을 밝히고 그

기준에 맞는 대상물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장우, 김보영, 2007)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인간 공학 분야는 인간의 작업과 작업환경을 인간의 정신적,

신체적 능력에 적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작업자의 신체

적 특성이나 행동하는데 받는 제약조건 등이 고려된 시스템을

디자인하는데 있다(양성환 외, 2004). 이러한 측면에서 오리가

미는 인간의 정신적 혹은 신체적 안전, 편안함, 효율성, 만족도

등을 높이며, 나아가 인간의 능력을 확장하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최적화된 모델 가운데 하나로 기능하고 있다. Fig. 9는

음료 캔 디자인으로 손으로 잡는 부위에 오리가미의 삼각원리

방식을 활용하여 미끄럼 방지 기능을 보강함으로써 사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한 인간공학적 디자인을 보여준다.

인체 외부 기관의 적합성을 고려한 디자인에서 나아가 오리

가미는 신체 내부 기관의 치료를 위한 의학적 목적에서도 적용

되고 있다. Fig. 10은 2003년 옥스퍼드 대학의 종 유(Zhong

You)와 카오리 쿠리바야시(Kaori Kuribayashi)가 개발한 막힌 정

Fig. 7. Table Lamp(100 new designs. p. 265.)

Fig. 8. Softwall(Textiles Today. p. 94.)

Fig. 9. 음료 캔(www.kirin.co.jp)

Fig. 10. Origami Stent(www.origami-resource-cen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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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과 혈관을 확장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오리가미 스텐트

(stent)이다. 이 기구의 원리는 오리가미의 이등변 배열에 의한

삼각원리를 토대로 접혀진 상태에서 좁은 혈관에 안착되었다가

펼쳐짐으로 혈관을 넓혀 혈류의 원활한 흐름을 돕는데 있다.

이와 같이 기능성을 토대로 한 오리가미 디자인은 정형화된

형태 및 공간을 일탈하고, 현대인들의 유목적 생활에 획기적이

고 효율적인 공간대응성으로써, 컨버전스 시대의 유용한 복합

적 기능통합성으로써, 사용자가 직접 제어할 수 있고 획일화되

지 않은 다양한 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불확정적 형태잠재성으

로써, 인체 내·외부의 한계를 극복하거나 인체 기능을 원활하

게 돕는 인간공학적 최적성을 특성으로 하여 다양한 분야에 적

용되어 나타나고 있다.

 4. 기능성이 반영된 오리가미 

패션의 표현특성

본 장에서는 3장에서 분석된 오리가미 디자인의 표현특성을

토대로 기능성이 반영된 패션 디자인에서의 표현방법과 그 의

미를 분석하였다.

4.1. 효율적 공간대응성

21세기는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현대인들의 유목적 도시생활

로 인해 이동과 활동 공간에 따른 의복의 다양한 대응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오리가미는 이러한 시대분위기를 반영하여 이

동에 필요한 물건을 쉽게 수납할 수 있는 디자인방법으로써, 다

양한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현대인들에게 장소에 따른 적합한

의복의 연출 대응방법으로써 유용한 실제적 기능을 내포하고

있다. Fig. 11은 00-01 F/W 샘소나이트(Samsonite)에서 개발한

이동에 필요한 물건 수납에 적절히 대응한 의복 디자인으로써

분리되는 백포켓 팬츠(detachable bag pocket pant)이다. 여행

용 의복으로 개발된 이 팬츠는 이동이 많으며, 동시에 다양한

제품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 현대인들의 유목적 도시생활을 반

영한 것이다. 팬츠와 백이라는 아이템간의 통합으로 손으로 들

어야 하는 백과 슈트 케이스로부터 해방됨으로써 공간 대응성

을 향상시켰으며, 또한 지퍼를 이용하여 탈부착과 길이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저빌리티를 향상시켰다. 이외에도 수납의

기능을 통한 효율적 공간대응성은 미적 장식과 실용적 기능을

동시에 겸비한 접이식 포켓 디자인을 통해 응용되고 있다.

수납을 위한 방법에 있어 가방 디자인에서도 오리가미의 차

원에 따른 형태 변형은 효율적 공간대응성을 반영하고 있다.

Fig. 12는 2007년 타카시 호조(Takashi Hojo)의 혁신적인 토트

백 디자인으로 사용자가 직접 제작하여 완성하는 방식인 DIY

개념을 반영한 오리가미 기법을 이용한 것이다. 접었을 땐 3차

원적인 토트백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펼쳐졌을 땐 2차원의 평

면 디자인으로 변형됨으로써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수납의 역

할을 하거나 수납의 기능이 필요 없을 땐 접어서 간편하게 극

소화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재미를 선사하였다. 또한 펼쳐졌을 땐

러그(rug)로써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제적인 다기능성

을 보여준다.

현대인들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공간대응성을 표현

한 Fig. 13은 접었을 때 미니멀한 드레스로, 펼쳤을 때 로맨틱

한 드레스로 표현 가능한 실제적인 기능을 지닌 디자인이다. 오

리가미 기법을 통해 일상의 공간과 특별한 공간에서의 두 가지

연출이 가능함으로써 공간대응성을 최적화하였으며, 유저빌리

티를 향상시켰다.

의복에서 공간 대응성은 수납 및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형태

변형의 활용 뿐 아니라 의복의 자체 표면에 오리가미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신체 활동성을 최대화하기도 한다. Fig. 14는

1960년대 미국에서 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몇몇 핵시설에서
Fig. 11. Detachable Bag Pocket Pants(The supermodern wardrobe. p.

39.)

Fig. 12. Takshi Hojo(www.pursepage.com) Fig. 13. 04S/S Hishinuma(Skin & Bones. p.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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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복으로 사용된 쿨링 재킷(cooling jacket)을 2002년도에 보

다 업그레이드한 디자인이다. 의복의 표면과 안감 사이에 2차

원적인 튜브를 구부리는 오리가미 방식이 적용됨으로써 의복

공간의 활용도를 최대한 높인 실제적 기능이 강화된 웨어러블

쿨링 시스템이다(Seymour, 2008).

이와 같이 의복에서 오리가미가 가진 효율적 공간 대응성은

현대인들의 도시 유목민적 라이프스타일, 테크놀로지적 시대 배

경을 토대로 한 기능성 의복에 적용되고 있으며, 유저빌리티에

기반을 두고 유희적인 감성을 추구하는 현대 소비자들의 사고

와 가치체계를 보여준다.

4.2. 복합적 기능통합성

오리가미 기법은 인체의 형태에만 치중된 재단법에서 탈피

하여 새로운 의복구성 원리에 의한 다양성과 디테일의 연결에

좀 더 획기적인 시도(김경림, 2005)를 보여주는데, 동일한 의복

아이템 영역 혹은 의복과 타 영역 아이템끼리의 상호작용을 통

해 복합적인 기능이 하나로 통합되어 나타난다. 먼저 동일한 의

복 아이템 영역의 복합적 기능통합성은 효율적 공간대응성에

의한 수납용 가방과 의복 아이템간의 통합 사례에서도 나타난

바 있으며, 이는 새로운 디테일의 연결에 의해 혁신적인 디자

인 변형을 보여주었다. 나아가 Fig. 15에서는 의복 상의 아이

템인 베스트와 재킷을 오리가미 기법에 의해 통합함으로써 두

개의 아이템을 동시에 입은 듯 한 연출 효과로 새로운 의복구

성 원리를 제안하고 있다.

복합적 기능을 지닌 의복은 최근 테크놀로지를 바탕으로 한

실험적인 측면과 감성적인 측면이 어우러진 아방가르드한 혁신

적 디자인으로 표현되고 있다. 2001년 개발된 Fig. 16의 홈웨어

스툴팬츠(homewear stoolpants)는 플라스틱 재료를 사용하여 접

혀져 있을 경우 일상의 바지 아이템으로써 실제적으로 기능하

며, 바람을 불어 넣어 부풀림으로써 휴식을 위한 의자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기능의 통합을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작품이다.

타 영역과의 통합을 보여주는 Fig. 17 역시 의자 커버를 벗

겨 의복으로 활용하고, 나무 의자를 접어 가방으로 변형한 실

제적 기능성이 추가된 후세인 살라얀(Hussein Chalayan)의 작

품이다. 생활 속의 아이템들을 패션과 연계하여 재미있게 표현

한 이 작품은 또한 기존의 정형화된 구조를 파괴하고 급진적인

개념적 기능의 스타일이기도 하다. Fig. 18의 05-06 F/W 빅터

앤 롤프(Viktor & Rolf)작품에서도 2차원의 평면적인 이불 구

조를 오리가미의 접는 원리에 의해 3차원의 코트로 표현하여

마치 침대에 누워있는 듯 한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유희적이

고 초현실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즉 의복의 기능과 침구류로서

의 실제적 기능이 복합적으로 통합되어 급진적인 개념의 기능

적 디자인으로서도 독특함을 보여준다.

Fig. 14. Wearable Cooling Systems (Fashionable Technology. p. 188.)

Fig. 15. 09 S/S Salvatore Ferragamo (Collections)

Fig. 16. Homewear Stoolpants(Skin. p. 188.)

Fig. 17. 99-00 F/W Hussein Chalayan(Fashioning Fabrics. p.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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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오리가미 기법을 활용한 의복 내부 혹은 외부 타 영

역간의 기능통합화는 혁신적인 의복 구성 디자인 및 디테일에

서의 독특한 변화를 보여줌으로써 창의적인 디자인 발상에 효

과적이며, 현대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다양한 욕구와

유희적 감성의 충족 등 정신적 가치 창출에도 부응하고 있다.

4.3. 불확정적 형태잠재성

기능의 측면에서 오리가미가 가진 형태 잠재성은 의복 착용

자의 요구에 의해 다양한 변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접근될 수

있다. 이는 필요에 의해 창출된 인위적인 기능으로써 기존의 고

전적인 의복 디자인의 틀을 벗고 유동적 변화가능성을 내포하

며, 또한 다양한 인체 조형미를 창조한다는 점에서 미적·상징

적 기능으로서의 개념적 기능을 지니기도 한다. 일례로 일본 디

자이너 이세이 미야케의 플리츠 드레스는 인체구조에 제한을

받지 않는 다양한 형태 잠재성을 지닌 오리가미 디자인으로 새

로운 인체미학을 선보였으며, 이는 오리가미의 접힘과 구김을

통해 평면성을 구현하고, 비결정적인 형식의 2차원적 평면성을

착장에 의한 3차원의 새로운 실루엣으로 창조되는(Cantz et al.,

2005)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세이 미야케의 플리츠 드레스는 인체의 움직임에 의해 새

로운 라인과 주름이 만들어지도록 탈구성, 은폐와 노출의 반복,

위치의 전위, 디테일의 변형에서 오는 비결정적인 형식의 자유

로운 착장방식이 만들어내는 탈구조적인 형태(김경림, 2005)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의 미세 주름 방식인 오리가미 기법은

실제 인체의 유기적인 선을 파괴하고 새로운 인체조형미를 창

조하는 주요한 방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더불어 기능

적 측면에서 인체의 어떠한 움직임에도 자연스럽게 대응함으로

써 사용자의 다양한 신체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연출이 가능하

다는 것이다.

오리가미는 라이프니츠의 주름을 통해서 보여 지는 것과 보

여 지지 않는 것, 다이내믹한 것과 정적인 것의 모델을 예증하

는데(Quinn, 2003), 이는 의복 디자인에서도 옷을 입기 전 정

적인 부분으로써 보여 지지 않던 부분이 옷을 입음으로써 보여

지게 되어 다이내믹한 형태 변화로의 잠재성을 의미한다. 입는

사람에 의해 오리가미의 다이내믹한 이미지를 표현한 Fig. 19

는 03-04 F/W 돌체 앤 가바나(Dolce & Gabbana)의 셔츠블

라우스이다. 이 디자인은 여밈 장치를 여러 위치에 자유롭게 부

착하여 불규칙적인 오리가미의 주름방식으로 자유로운 형태변

형이 가능함으로써 다양한 스타일로의 연출을 할 수 있는 실제

적 기능을 지닌다. 말하자면 입는 사람이 자유자재로 변형이 가

능함으로써 루스(loose)하거나 타이트(tight)하게 의상 연출기법

에 변화를 줄 수 있다. 이는 곧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걸리는 시간이 적음으로 인해 효율성이 높으며, 조작 방법을 습

득하기 쉬운 유저빌리티를 향상시킨 것으로서 사용자 친화적인

접근성(accessibility)을 강화한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많은 패션 디자이너들은 미래에 디자인과 새로운 소재의 제

조와 함께 많은 분야들이 서로 가까워질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컴퓨터 테크놀로지는 이러한 분야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실

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Fig.

20의 03-04 F/W Balloon Top은 인간의 몸, 소재와 의복의 컷

(cut), 드레이프(drape)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졸라매는 끈

(drawstring)의 독특한 구조를 3D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을

사용하여 보여준 아티스트 재인 해리스(Jane Harris), 패션 디자

이너 셀리 폭스(Shelley Fox), 3D 컴퓨터 그래픽을 담당한 마

이크 도슨(Mike Dawson)의 합작 디지털 작품이다(Clarke,

O'Mahony, 2008). 이 작품은 유기적인 오리가미의 주름기법을

활용하여 확정된 의복의 외형에 구속받지 않고 다양한 변화 가

능성을 보여준 예로써 착용자의 욕구를 반영한 물리적인 실제

Fig. 18. 05-06F/W Viktor&Rolf(The House of Viktor & Rolf. p. 167)

Fig. 19. 03-04 F/W Dolce & Gabbana(Breaking the Mode. p. 77.)

Fig. 20. Jane Harris, Shelley Fox, Mike Dawso(Techno Textiles 2. p.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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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기능과 미적 다양성의 창조에 있어 개념적 기능이 복합적으

로 보여진다.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오리가미는 보다 첨단화되어, 미학과 기

능적인 테크놀로지를 결합한 패셔너블한 의복(Seymour, 2008)

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후세인 살라얀의 작품(Fig. 21)에서는 비

행기 외벽소재를 기하학적 접힘과 펼쳐짐의 오리가미 기법에

의해 리모트 컨트롤로 다양한 실루엣을 창조함으로써 다양한

스타일로의 연출기능을 지닌다. 리모트 컨트롤을 이용한 그의

또다른 작품으로 자연 에너지 활용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드레

스 디자인(Fig. 22) 역시 접고 펼치는 오리가미 기법은 태양열

센서의 작동에 적용되었으며, 길이와 볼륨을 조절할 수 있도록

착용자 중심의 유저빌리티를 향상시킨 것이 특징적이다.

이와 같이 의복에서 오리가미 기법을 활용한 불확정적 형태

잠재성은 유저빌리티 즉, 사용자 친화적인 접근성의 기능 강화

를 토대로 탈구조적이고 개성 있는 다양한 디자인 연출과 테크

놀로지를 결합한 변형 가능한 의복 디자인으로 표현되고 있으

며 또한 인체의 유기적인 선을 파괴하고 새로운 인체 미학을

제시하고 있다.

4.4. 인간 공학적 최적성

오리가미 패션에서의 인간 공학적 최적성은 결국 ‘인간을 위

한다’는 의미의 유니버설 디자인과 같은 맥락에 있다. 인간 공

학을 토대로 한 유니버설 디자인은 가능한 최대한의 사용자 요

구를 만족시키는 환경이나 제품디자인을 말하며, 나이, 성별, 장

애여부, 신체크기, 신체 능력 뿐 아니라 경제적 계층, 인종, 나

아가 개성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범위를 포용함으로써 디자인을

통한 사회 평등의 실현을 의미하고 있다(이연숙, 2005). 동일한

관점에서 기능적인 오리가미 패션 역시 인간에 대한 이해방식

을 토대로 인간의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실제적인 기능 강화의 표현방법으로써 활용되고 있다.

Fig. 23은 마리에 오코너(Marie O’Conner)가 디자인한 동양

적인 오리가미의 미를 지닌 신발이며 바닥에는 점자 메시지를

넣고, 지퍼를 열어 2차원의 펼쳐진 상태에서 발을 올려놓고 다

시 지퍼를 잠그고 겹치면 3차원의 신발 형상을 갖추게 되는 원

리(Hudson, 2007)로 이루어져 있다. 이 디자인은 발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쉽게 신을 수 있어 오리가미의 인간 공학적인

실제적 기능성을 보여준다.

구조적이고 다이내믹한 접기 성질은 자연의 원리에서도 쉽

게 발견할 수 있으며, 디자인 훈련에 영감을 제공할 수 있는

많은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일본의 스포츠 의복과 장비 제조

업자 미즈노(Mizuno)는 스포츠 슈즈에 미즈노 웨이브(Mizuno

Wave) 디자인이라는 것을 개발하였으며, 이 디자인의 메커니즘

은 해변에 부딪히는 파도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이었다(O'

Fig. 21. 00 S/S Hussein Chalayan(Ultramaterials. p. 132.)

Fig. 22. 07 S/S Hussein Chalayan(Fashionable technology. p. 30.)

Fig. 23. Marie O'Connor의 Origarment Shoe(International design

yearbook 21. p. 108.)

Fig. 24. 미즈노 웨이브(www.mizuno.co.kr)



524 한국의류산업학회지 제11권 제4호, 2009년

Mahony & Braddock, 2002). 그리고 최근 웨이브 디자인을

parallel wave, fan wave, double wave, composite wave,

skeleton wave, zigzag wave로 다양화하여 인간 공학적 최적성

에 맞도록 기술적으로 실제적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발목과 무

릎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였다(Fig. 24).

특수한 환경에 인체가 적응할 수 있도록 한 Fig. 25 역시

기하학적 접힘 방식의 오리가미를 응용한 것으로 나사(NASA)

에서 개발한 인간 공학적 모델의 2020 우주복 디자인이다. 인

체 관절의 꺾임에서 착안된 이 디자인은 어깨, 상완, 팔꿈치,

하완을 아우르는 넓은 상체 관절부위, 허벅지, 무릎, 종아리 등

을 아우르는 넓은 하체 관절 부위에 접기 방식의 오리가미를

활용하였다. 이는 과거 지엽적인 인체부위에만 활용한 디자인

보다 인체의 유기적인 곡선을 확대·적용하여 활동성에 있어

서 보다 진보된 디자인으로 표현되었다.

유기적인 얼굴구조에 맞게 디자인된 Fig. 26은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인해 새로운 현대 도시인들의 유목적 생활에 적합한 컴

퓨터 내장형의 고글 디자인을 제안한 것이다. 명령 키보드를 없

애고 음성인식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이 디자인은 오리가미의

유기적 구부러짐 방식에 의한 외적 형태를 응용함으로써 얼굴

윤곽에 최적화한 것이다. 이와 같은 오리가미 기법은 실제 접힘

과 펼쳐짐의 프로세스로 이루어져 있으나 유기적인 구부러짐,

기하학적 접힘에 의한 최종 결과를 모방한 미적 측면이 강화된

개념적 기능을 보여준다.

앞선 사례를 볼 때, 오리가미 기법의 인간 공학적 최적성은

인간 신체능력의 한계 극복, 특별한 환경에 노출된 인체의 보

호,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인한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인

체 활동성의 최적화에 기인하고 있으며, 이는 곧 기술과 휴머

니즘의 조화로운 결합을 의미한다.

다음 Table 1은 기능성이 반영된 오리가미 패션의 표현특성

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5. 결      론

오리가미는 오랜 전통의식과 놀이 문화에서 생활 디자인 및

과학 기술 분야에 이르기까지 독특한 조형적 속성을 토대로 예

술적 창의성과 기능성을 발휘하여 왔다. 특히 인간에 의한 생

산 활동 과정에서 인간이 가진 당면 문제의 해결, 육체적 한계

의 극복, 편리성을 도모하는 기능성을 발휘하는데 주요한 기법

으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이것은 오리가미가 가진 반복적인 연

속성과 다양한 형태변형으로의 잠재적 속성에 근거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사물에 기능을 부여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오리가미의 속성과 기능성에 근거하여 디자인 분야에서

의 사례분석을 통해 효율적 공간대응성, 복합적 기능통합성, 불

Table 1. 기능성이 반영된 오리가미 패션의 표현특성

구분

표현특성
표현 방법 표현 의미

효율적 공간대응성

• 수납공간을 대신하는 포켓 디자인의 구조적·장식적 접목

• 인체 활동성을 고려한 의복표면의 활용

• 접힘과 펼쳐짐을 통한 다양한 활동 공간에서의 효과적 연출

• 유목적 라이프스타일의 반영

• DIY 개념의 유저빌리티를 극대화

• 유희적 감성의 추구

• 실험적 디자인에 의한 새로운 인체 조형미의 창조

• 기술과 휴머니즘의 추구

복합적 기능통합성
• 패션 영역 아이템과의 획기적 연결을 통한 정형화된 의복 패턴 파괴

• 타영역 아이템과의 실험적 접목을 통한 정형화된 의복 패턴 파괴

불확정적 형태잠재성

• 적은 시간과 쉬운 물리적 조작방법의 불규칙적인 접는 여밈 방식

을 통한 다양한 형태조절

• 유기적인 주름방식을 활용한 자유롭고 다이내믹한 형태 변형

• 리모트 컨트롤에 의한 다양한 의복 실루엣의 창조

인간공학적 최적성

• 특수 체형까지 고려한 2차원에서 3차원으로의 변형 메카니즘

• 신체 능력과 한계를 고려한 구조 

• 신체 관절의 꺾임원리를 활용한 유기적 형태

Fig. 25. NASA의 2020년 달착륙용 우주복(www.donga.com)

Fig. 26. 컴퓨터 내장형 고글 (www.blutsbrueder-desi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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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적 형태잠재성, 인간공학적 최적성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기능적 패션 디자인에서의 표현방법과 의미를 분석하였

다. 다음은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정리한 것이다.

첫째, 효율적 공간대응성은 수납공간을 대신하는 포켓 디자

인의 구조적·장식적 접목, 인체 활동성을 고려한 의복표면의

활용, 접힘과 펼쳐짐을 통한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서의 효과

적 연출로 표현되었다. 이는 오늘날 현대인들의 유목적 라이프

스타일, 테크놀로지적 배경을 토대로 한 기능성 의복에 적용되

고 있으며, 유저빌리티에 기반을 두고 재미와 소프트한 감성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에게도 어필하고 있다.

둘째, 복합적 기능통합성은 동일 영역인 패션 아이템 혹은

타영역 아이템과의 실험적 접목을 통해 정형화된 의복 패턴의

파괴로 표현되었다. 효율적 공간대응성과 함께 현대인들의 라

이프스타일과 연계되어 유희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혁신적인

구성 디자인의 변화를 가져다 준 점에서 창의적인 디자인 발상

을 위한 방법에도 의미를 지닌다.

셋째, 불확정적 형태잠재성은 적은 시간과 쉬운 물리적 조작

방법의 불규칙적인 접는 여밈 방식을 통한 다양한 형태조절, 유

기적인 주름방식을 활용한 자유롭고 다이내믹한 형태 변형, 리

모트 컨트롤에 의한 다양한 의복 실루엣의 창조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특성은 유기적, 기하학적 주름 방식을 활용하여 유저빌

리티를 향상시킨 개성있는 디자인 연출과 테크놀로지를 결합한

패셔너블한 디자인 등으로 새로운 인체 미학으로 확장되었다.

넷째, 인간공학적 최적성은 특수 체형까지 고려한 2차원에서

3차원으로의 변형 메카니즘, 신체 능력과 한계를 고려한 구조,

신체 관절의 꺾임원리를 활용한 유기적 형태로 표현되었다. 이

는 인간 신체능력의 한계 극복, 특별한 환경에 노출된 인체의

보호,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인체 활동성을 고려함으로써 기술

과 휴머니즘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이상과 같이 기능성이 반영된 오리가미 패션은 끊임없이 변

화하는 현대 사회의 가치체계를 수용하며 보다 인간생활에 편

리성을 구현하는 표현방법으로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며, 더불

어 독특한 표현특성들은 고전적인 의복 디자인을 탈피하고 창

의적인 디자인을 모색하는데도 유용하게 응용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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