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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ir-containing fashion, which can offer diverse functions through the inflow and outflow of air, is highly relevant 

in today's mobile society, where people are experiencing a wider range of environments. This study attempts to 

suggest the possibility of air-containing multi-functional fashion that could continuously be utilized by developing 

a design for an air-containing jacket using modular systems. In this research, the modular systems in architecture 

and furniture design were referenced through a review of the literature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modular 

systems in fashion. Functions relevant to the mobility of today’s society are derived from the results of advanced 

research and applied to the design of modules of the jacket. The modules are integrated through the modular 

systems. The folding and unfolding structure in architecture and furniture is applied as a folding system in fashion, 

the vertical accumulation structure as a layering system, and the horizontal integration structure as a combining 

system, and in addition, the containing system has emerged in fashion. Each module is designed to fulfill certain 

functions, such as cushioning, heat insulation, and portability. The folding system is utilized in designing the 

cushion module to support the neck and back of a wearer by making its hood and hem fold in the back. The 

application of a layering system was suggested by making the vest, combined with the neck cushion and back 

cushion via the combining system, layered with its insulation module. By applying the combining system, the hood 

that includes the neck cushion, the skirt that includes the back cushion, the body that includes the insulation module, 

and the sleeves can be connected and separated by a zipper. The applicability of this concept was proven by 

applying a developed design to an actual item.

Keywords: modular system(모듈러 시스템), multi-function(다기능), air-containing jacket(공기주입형 재킷), 

mobility(이동성)

Ⅰ. Introduction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현 인의 삶을 유동적이

게 하였다. 현 인이 하루 동안 이동하는 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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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고 이동은 빈번하여 일상에서 접하는 환경이 자

주 변화한다. 환경의 변화는 특정시간이나 특정 지

역에 제한 받지 않고 착용자의 의도와 착장목적에 

따라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변적이며 다기능

적 패션을 요구하였다. 

Na, Kim, and Lee(2011)의 연구에 의하면 다기능 

패션은 착용방법, 패스닝(fastening), 폴딩(folding)에 

의하여 변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공기를 주입하

여 기능을 부여하는 형태도 출현하였다. 공기주입

형 패션은 흔히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공기를 주

입하거나 배출하여 의복에 다양한 기능을 부여할 

수 있기에 현 의 변화하는 환경에 하여 용이하

게 응할 수 있다. 공기주입형 패션은 다기능 패

션을 다룬 여러 선행 연구들(Na & Park, 2006; Lee 

& Park, 2009; Kim & Lee, 2008)에서 기존 제품의 

형태와 기능에 하여 종종 언급되어지기는 하나, 

실질적인 공기주입형 기능복에 관한 연구는 Choi 

and Do(2005)의 에어백 장착 모토사이클복 개발과 

Kim(2009)의 ‘공기주입형 무봉제 웰딩 스마트웨어 

개발’ 연구로 그 원형을 제작하는 것에 그쳤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공기주입형 패션의 이

동성과 관련한 기능을 재킷 디자인에 활용하여 공

기주입형 다기능 패션의 지속적인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다기능 패션은 착용자가 기능을 

선택하기 쉽고, 여러 가지 형태로 재구성이 가능하고 

해체가 용이한 모듈(module)적 특성을 지닌 것이 많

아(Na et al., 2011), 모듈러 시스템(modular system)

에 한 정립은 다기능 패션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하며, 체계적 디자인 전개의 기초가 되고, 

실용주의적인 기능주의 패션 디자인 개발을 위한 

지침이 될 것으로 사려된다. 이에 패션과 같이 인

체 비율을 근거로 디자인되는 가구, 건축에서의 모

듈러 시스템을 고찰하여 패션에서의 모듈러 시스

템에 도입하여 정리하고자 하였다.  

상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다루

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과 가구 디자인에서의 모듈러 시스템

을 고찰한다.

둘째, 건축과 가구의 모듈러 시스템을 적용하여 

패션에서의 모듈러 시스템을 정립한다.

셋째, 정립된 모듈러 시스템에 따라 이동성과 관

련한 기능을 지닌 공기주입형 재킷의 모듈을 디자

인한다.

넷째, 모듈러 시스템을 적용하여 재킷의 디자인

을 전개하고 제작하여 공기주입형 다기능 패션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한다.

모듈러 시스템 정립을 위하여 선행 연구들(Cho, 

1989; Lee, 2008; Jeong, 2005)과 Brooke(2006)의 문

헌, 인터넷 자료를 고찰하여 가구, 건축에서의 기능

적 디자인의 특징과 모듈러 시스템을 정리하였다. 

정리된 모듈러 시스템을 Bolton(2002)의 서적과 인

터넷 자료를 통하여 드러난 패션의 모듈러 시스템

에 적용하여 정립하였다. 다기능 공기주입형 재킷 

디자인에 적용할 기능은 선행연구(Son, 2011)를 참

고하였다. Son(2011)의 연구에서 도출된 이동성과 

관련한 기능들 즉, 머리와 허리를 지지할 수 있는 

쿠션의 기능, 온열 환경변화에 한 보온의 기능, 

휴  기능을 중심으로 모듈을 먼저 디자인하고, 모

듈러 시스템을 적용하여 재킷 전체를 디자인하는 

방식으로 전개하였다. 

Ⅱ. Mobility and Functions of the 

Air-containing Fashion 

1. Mobility of the moderns

현 인의 이동은 기반시설을 따라 이루어지기에 

공항, 역과 같이 잠시 머무는 통과의 공간에서의 

시간이 늘어난다. 현 인은 통과의 공간과 낯선 군

중 속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자신을 안락하게 하

는 자신만의 공간이 없는 것을 느껴 의복으로 응

을 하고자 한다. Kim and Lee(2008)는 패션을 통한 

공간 창출은 전이적 공간에서 신체적, 심리적 안정

감을 주기 위해 의복을 착용함으로써 능동적으로 

응하게 한다고 하였다. 또한 먼 곳으로의 이동이 

빈번하여 기후의 변화를 겪게 되거나, 낯선 이와 

만나고 예기치 않은 사건들에 직면하기도 한다. 이

러한 상황들에 하여 기후 변화나 물리적 위해에 

한 보호라는 패션의 본연의 기능을 확장하여 

응한다. 그러나 현 인은 과거와는 달리 필요한 모

든 것을 짊어지고 다니지 않는다. 생존을 위한 최

소한의 것만을 들고 그것들을 상황에 따라 선택하

여 사용하거나 혹은 어떤 것들은 제외시키며 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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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에 지닌 물건이나 장소에 따라 자신과 자신이 

지닌 것을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감각을 발달시켜

왔다(Abbas, 2006). 따라서 현 인이 지니는 용품의 

기능에서는 환경에 한 연결이나 분리의 효용성

이 중요하다. 

2. Functions of the air-containing fashion

공기주입형 패션은 공기가 갖는 탄성을 이용하

여 쿠션과 같은 안락감을 부여하거나 충격을 흡수

하는 완충 기능을 할 수 있다. 씨피 컴퍼니(C.P. com-

pany)의 ‘파카(Parka)’는 외투의 형태나 PU(Poly-

urethane)로 만들어져 있고, 어깨와 칼라에 공기를 

불어넣으면 등받이가 되고 소매는 팔걸이가 되고 

등 부분은 방석으로 변하여 착용자의 의도에 따라 

안락감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한다(Fig. 1). 샘

쏘나이트(Samsonite)사의 1999～2000F/W 컬렉션 중  

‘여행객 베개 재킷(Traveller Pillow Jacket)’은 탈부

착이 가능한 칼라 부분에 공기를 넣어 목 쿠션이 

되도록 하였다(Fig. 2). 단열성이 높은 공기를 의복 

사이에 다량으로 함유하여 보온력을 높일 수 있다. 

공기주입형 패션은 주입되는 공기의 양을 착용자

가 조절할 수 있어 보온 기능을 조절할 수 있다. 고

어텍스(Goretex)Ⓡ는 의복에 공기를 넣어 필요에 따

라 보온력을 조절할 수 있는 재킷 ‘에어벤티지(Air-

vantage)’를 선보였다(Fig. 3). 공기주입형 패션은 어

디서든 구할 수 있는 공기를 주입하여 기능을 부여

할 수 있고, 환경이 바뀌어 기능이 불필요할 때 공

기를 배출할 수 있다. 또한 주입 시에는 부피가 커

지지만, 공기가 배출된 컨테이너는 부피가 작아져 

휴 하기에 용이하다. 휴  기능은 공기주입형 패

션이 지닌 본질적 기능이라 할 수 있다.

<Fig. 1> C.P. Company's 

‘Parka’. From. Bolton. (2002). 

p. 19.

<Fig. 2> ‘Traveller Pillow 

Jacket’. From. Bolton. (2002). 

p. 35.

<Fig. 3> GoretexⓇ의 ‘Airvantage’. From. http://www. 

google.co.kr/imglanding

앞에서 서술하였듯이 공기주입형 패션은 안락감

을 제공하는 쿠션 기능, 환경 변화에 하여 보온 

기능, 부피의 축소와 경량성으로 인한 휴  기능을 

가져 현 인의 이동성과 관련한 기능을 수행한다. 

Ⅲ. Modular Systems of the 

Multi-functional Fashion

1. Modular fashion 

현  사회에서는 통과의 공간에서 거주하는 시

간이 늘어가고, 접하는 환경의 변화가 크기에 다기

능 패션이 출현하였다. 환경에 따라 필요한 기능의 

종류가 달라지기에 기능을 선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되었다. 스커트, 팬츠 혹은 재킷 

혹은 그보다 작은 각각의 유닛이 개인의 필요나 욕

구에 의하여 결합되어지는 모듈러 시스템이 그 요

구에 부응할 수 있다. 모듈은 건축 재료, 가구 제작 

등의 기준 치수, 단위를 일컫는 용어이며, 건축가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가 개발한 비례 시스템

으로 건축적 형태에 있어 비슷한 모양의 반복을 조

절하는 단위이다(Kim, 2006). 그 단위인 모듈이 조

립, 축적되어지며 전체를 이루어 가는 것이 모듈러 

시스템이고, 이것은 건축뿐 아니라 가구, 패션에서

도 활용되고 있다. 

만다리나 덕(Mandarina Duck)의 ‘어패럴(Apparel)’ 

라인(Fig. 4)은 착용자의 상황에 맞게 각 부분을 조

립할 수 있는 모듈러 시스템을 하고 있다. 외의, 중

의, 내의의 개념을 지닌 ‘엑조웨어(exowear)’, ‘메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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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andarina Duck's ‘Apparel’. From. Bolton. (2002)

웨어(mesowear)’, ‘엔도웨어(endowear)’로 그룹지어

지고  각 그룹은 시즌에 따라 더 작은 하위 그룹으

로 나뉜다. 각기 다른 수준의 아이템을 선택하거나 

소재를 선택하여 착용자의 의도 로 조합을 이루

어 표준화된 스타일을 만들 수 있다. 아이템은 서

로 간 조합이 될 수 있는 모듈이고, 각 모듈의 조합

으로 날마다 변화하는 새로운 요구에 응할 수 있

는 스타일을 착용자 스스로가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렇듯 해체와 조립, 재구성이 용이한 모듈러 패션

은 다기능 패션의 새로운 구성적 안이 되고 있다.

2. Modular systems in architecture and furniture 

design

패션은 한시 의 건축뿐 아니라, 회화, 건축, 실

내장식, 가구 등 타 예술분야의 시각적 조형 양식 

내지는 표현의 미적 일치점을 보여준다(Kim, 1989). 

가구, 건축은 패션과 그 시 의 예술 양식적 특성

으로 나타나는 형태적 특성뿐 아니라 인체를 둘러

싸고 있는 공간이라는 측면에서도 유사성을 갖는

다. 따라서 가구와 건축에서 기능적 디자인을 개발

하고자 할 때 인체 비례를 기준으로 하는 모듈러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패션에서도 역

시 그 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다. 건축과 가구의 디

자인은 모듈러 시스템에 따라 그 기능과 조형성을 

달리 하는데, 시스템을 접음과 펼침, 수직적 축적 

구조, 수평적 조립 구조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1) Folding and unfolding structure

건축에서는 모듈의 접음과 펼침은 공간을 확장

하거나 축소시켜 효율성을 높인다. 공항, 항만의 물

<Fig. 5> Kaufmann's 

‘Transformable Building’. 

From. www.archeworks. 

org/.../precedents1.html  

<Fig. 6> Extension étagère

modulable anis. From. 

www.eveiletjeux.com/

produit

류 집합소나 여행 트레일러의 카라반처럼 필요에 

의해 공간의 확장이 요구되는 곳에 활용된다. 카프

만(Kaufmann)의 ‘트랜스포머블 빌딩(Transformable 

Building)’은 한 공간 안의 이중적인 벽체가 다른 쪽

으로 나오면서 공간을 연장한다(Fig. 5). 이것은 넓

은 실내 공간이 요구될 때 확장할 수 있으며, 이동

이 요구되거나 넓은 실외 공간이 요구될 때 축소시

킬 수 있는 가변적 구조를 보여준다. 가구에서도 

접음과 펼침은 이동에 편리함을 제공하고 다양한 

공간에 적용하기가 용이하다. 접는 의자와 같이 간

단한 조작으로 모듈의 집합체를 부피가 작고 단순

하게 변화시킬 수 있기에 휴 성과 보관 시 공간 

활용성을 높인다. 책장이 접힌 구조로 제작되었을 

경우 펼치는 각도를 조절하여 공간의 형태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Fig. 6).

2) Vertical accumulation structure

건축에서 모듈의 축적은 단위공간의 수직 조합

으로 형성되는데, 고정적인 수직 조합은 아파트의 

구조와 같이 동일한 단위공간이 쌓여가는 형태로 건

축물이 밀집된 도시에서 공간을 창출하는 표적 

구성방식이다. 수직적으로 축적되는 모듈은 각 층

의 공간을 만들어낸다. 단위 공간이 가변적 구조를 

갖도록 모듈화된 경우, 크레인과 같은 힘을 빌려 나

열된 공간들을 위로 쌓아 차지하는 지의 면적을 

줄일 수 있어 다양한 지의 형태에 적용 가능하다

(Fig. 7). 가구에서도 모듈을 축적하여 가구가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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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pacebox Student 

Housing Utrecht University.

From. http://mocoloco.com/ 

archives/000821.php

<Fig. 8> Bibliotheque. 

From. www.uaredesign. 

comurban-bibliotheque- 

modulaire

하는 공간은 줄여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수납과 같

은 가구의 본연의 기능은 창출할 수 있으며, 축적

하는 방법을 달리하여 다양한 디자인 전개가 가능

하다(Fig. 8). 또한 다시 나열하여 재배치하면서 디

자인과 기능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  

3) Horizontal integration structure

가구, 건축은 모듈의 반복을 통하여 수평적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 각 모듈은 서로 유기적으로 조

립되어 새로운 형태와 기능을 만들어낸다. 단순한 

병렬에 의해서는 공간의 확장을 보일 수 있지만, 

모듈이 가변적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조립 방식을 

갖고 있으면 공간은 중첩이 되면서 활용성을 높일 

수 있으며, 중첩된 공간은 새로운 형태를 만든다.

건축의 모듈이 수평적으로 조립 구조를 가지며, 

중첩, 삽입, 병렬될 수 있어 공간의 성격을 바꾸는 

예는 2005 DBEW 국제 디자인 공모전에서 그랑프

리로 선정된 타자카니 바벅(Tghikhani Babak)의 ‘바

빌론의 행잉 가든(Hanging Garden of Babylon)’(Fig. 

9)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작품은 자녀의 방이 가

변성이 있는 세 개의 이동형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

어 공간 외부에서 독특한 느낌을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간 내부도 용도에 따라 색색의 블록

을 확장하거나 축소하여 자녀 방의 용도에 따라 집 

전체 구조를 변경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2005 

DBEW", 2005). 죠셉 키넌(Joseph Keenan)의 모듈

러 가구 ‘버티브럴(Vertibral)’은 중심에 경첩으로 연

<Fig. 9> Hanging Garden of Babylon. From. http:// 

blog.naver.com/draegon3

<Fig. 10> Vertibral. From. www.instablogsimages.com

결된 매우 단순한 12개의 사각의 틀들이 하나의 모

듈을 이루고 있다. 이 모듈은 이름처럼 경첩에 의

해 척주와 같은 구조를 갖게 되어 틀이 벌어지는 

간격을 조절하여 다른 모듈과 조립될 수도 혹은 병

렬될 수도 있다. 끼우거나 각도를 벌이거나 하는 

동작으로 다양한 구조를 가능하게 하여 의자 혹은 

테이블로 활용할 수 있으며, 또한 책장으로의 변형

도 가능하다(Fig. 10).

3. Modular systems in fashion design

가구와 건축에서는 모듈러 시스템을 통하여 공

간에서의 이동성을 부여하고 가변성을 확보한다. 확

보된 가변적 구조는 다양한 기능을 가능하게 하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하며 부피를 줄여 이

동이 용이하게 한다. 이러한 모듈러 시스템은 패션

에서도 가변적 구조를 갖게 하며, 그를 통하여 다기

능을 가능하게 하며, 여러 벌의 기능을 한 벌로 가

능하게 함으로써 부피를 줄여 휴 의 편이성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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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한다. 건축, 가구에서 보인 접음과 펼침의 구조, 

수직적 축적 구조, 수평적 조립 구조를 다기능 패

션의 모듈러 시스템에 응용하여 폴딩 시스템(folding 

system), 레이어링 시스템(layering system), 컴바이

닝 시스템(combining system)으로 나누어 보고, 패

션에서 두드러지게 보이는 시스템으로 패션이 모

듈을 간직하는 컨테이너 역할을 하는 컨테이닝 시

스템(containing system)으로 정리하였다.

1) Folding system

패션에서 폴딩은 주로 주름으로 표현되지만 모

듈러 시스템으로도 폴딩이 표현될 수 있다. 패스너

(fastener)를 이용하여 의상의 일부분을 접거나 펼쳐 

기능과 형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핀(Griffin)이 1997년 발표한 바지는 옆 솔기 지

퍼를 열면 바지가 완전히 평면으로 변하게 한다(Fig. 

11). 죤 리베(John Ribbe)의 2007년 컬렉션에서 보

인 드레스는 가슴에 채워진 벨트를 풀러 접혔던 스

커트의 길이를 펼치면 외형의 변화뿐만 아니라, 데

이 웨어에서 이브닝 웨어로 패션의 사회적 기능이 

바뀔 수 있다(Fig. 12).

<Fig. 11> Griffin`s Zipski Trousers. From. 

Bolton. (2002). p.29

<Fig. 12> John Ribbe's 2007 S/S collection. From. http://www. 

parisfashionshows.net/fall2007/johnribbe

  

<Fig. 13> Victor & Rolf's ‘Show’ collection. From. http://www.viktor-rolf.com/_en/_ww/index.htm

2) Layering system

패션 모듈의 수직적 축적 구조는 의상의 레이어

링에 의한 공간의 축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

것은 겹쳐진 의복 내 정지 공기층을 확보하여 보온

의 기능을 확 하는 물리적 기능, 여러 겹의 의상

이 만드는 겹침 효과에 의한 심미적 기능을 한다. 

빅터 앤 롤프(Victor & Rolf)가 2010F/W에 발표한 

‘쇼(Show)’ 컬렉션(Fig. 13)은 한 명의 모델이 여러 

겹의 코트를 겹쳐 입고 등장하여 무  가운데에 정

지하고 있고, 디자이너는 코트를 하나씩 벗겨 다른 

모델에게 입히고는 패스너를 재구성하여, 코트가 

다른 형태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레이어드 된 

아이템 간의 결합과 분리를 착용자가 선택할 수 있

기에 심미적 취향이나 환경 변화에 따라 아이템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Combining system

패션에서 모듈을 조립하는 구조는 소매, 후드와 

같은 구조적 디테일이 지퍼, 스냅과 같은 패스너에 

의해 연결되거나 완전히 분리되어 떨어지는 시스

템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의상의 일부분과는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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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Patrick Cox's 'Pieces'. From. Bolton. (2002). 

p. 28, 29.

 <Fig. 15> Philips-Levi`sⓇ Storage Jacket. From. 

Bolton. (2002). p. 53.

되는 기하학적 조각을 패스너를 사용하지 않고 연

결하여 조형하는 시스템도 볼 수 있다. 패트릭 콕

스(Patrick Cox)는 2000S/S 시즌에 ‘피시스(Pieces)’

컬렉션에서 후드 달린 재킷이 후드, 칼라, 소매가 

떨어져 기본적인 베스트로 변화하며, 바지는 무릎 

아래가 떨어지고 이것이 파우치(pouch)에 보관될 

수 있는 디자인을 선보였다(Fig. 14). 착용자가 느

끼는 기후 환경에 따라 길이를 조절하거나, 후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Containing system

이동이 많은 현  사회에서는 필수품을 지니고 

이동할 수 있는 패션의 휴 기능이 요구된다. 패션

은 휴 품 혹은 다른 패션 아이템을 넣을 수 있는 

컨테이너 역할을 하게 된다. 컨테이닝 시스템은 이

와 같이 모듈을 포켓과 같은 의상의 디테일에 삽입

하는 형태이다. 스마트 웨어의 초기 원형은 디지털 

모듈을 지닐 수 있는 포켓이 많은 것이 특징이었다. 

필립스-리바이스(Philips-Levi`s)Ⓡ가 2001S/S에 발표

한 ‘스토리지 재킷(Storage Jacket)’은 디지털 기기

를 담을 수 있는 포켓이 바깥으로 드러나 있어, 디

지털 기기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그 자체가 접어져 숄더백의 형태가 된다

(Fig. 15). 이 재킷은 말 그 로 컨테이닝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다. 

Ⅳ. Development of the Air-containing 

Jacket Design using Modular Systems 

현 인의 이동성을 고려한 공기주입 재킷의 실

질적 기능인 안락감을 높이기 위한 쿠션 기능, 기

후 변화에 한 보온 기능, 휴  기능(Son, 2011)을 

재킷의 모듈로 디자인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

다. 모듈러 시스템을 적용하여 모듈 자체가 가변적 

구조를 갖게 하거나 모듈 간 결합에 변화를 주어 

디자인을 전개하였다. 

1. Module design based on functions

1) Cushioning module design

쿠션 모듈을 지지하는 부위에 따라 목 쿠션, 허리 

쿠션으로, 또 기능에 충실한 정도에 따라 고정형, 가

변형으로 나눠 디자인하였다(Table 1). 모듈이 목과 

허리를 안락하게 받치는 기능에 충실하도록 인체 

형태를 고려한 고정적 형태의 목 쿠션과 허리 쿠션

을 디자인하였다. 또한 모듈이 기능을 발휘하지 않

을 때는 패션 아이템으로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

도록 폴딩 시스템과 컴바이닝 시스템을 이용하여 

가변적 형태로 쿠션을 디자인하였다. 

고정형 목 쿠션은 최 한 목을 편히 감싸며 수면 

중에도 고개가 떨어지지 않게 하였으며, 앞의 스트

링으로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정형 

허리 쿠션은 인체의 형상과 앉은 자세를 고려하여 

디자인하였다. 부분의 좌석의 등받이에 요추 부

분이 볼록하게 나와 지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에 

요추 부분에는 필요 이상의 많은 공기가 주입되지 

않도록 요철 형태로 디자인하였고, 등받이를 뒤로 

많이 젖힐 경우 좌석과 엉덩이 부분에 생기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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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ushioning module design

Type Design

Fixed type

Neck cushion

      

Waist cushion

     

Variable 

type

Folding 

neck 

cushion

Folding 

waist 

cushion

Combining

waist 

cushion

공간을 지지할 수 있도록 엉덩이 아래로 공기가 많

이 주입될 수 있도록 쿠션을 디자인하였다.

후드 형태인 가변형 목 쿠션은 쿠션 역할을 할 

때는 공기를 주입하여 정수리 양쪽의 지퍼를 열고 

접어 목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하며, 평소에는 공기를 

주입하여 보온성을 높이는 후드로 사용된다. 긴 외

의의 도련 부분을 변형한 허리 쿠션은 공기를 주입

한 후 옆선의 스냅을 풀러 뒤판 부분을 접어 허리

를 받칠 수 있는 폴딩 시스템을 이용하여 디자인 

하였다. 패션 아이템의 일부였다가 분리될 수 있는 

컴바이닝 시스템을 이용한 긴 직사각형의 허리 쿠

션은 지퍼의 결합으로 쿠션의 형태가 되는 디자인

이다. 쿠션으로 변화하는 부분은 접어 지퍼로 고정

하기에 폴딩 시스템 또한 적용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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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rmal insulation module design

공기를 주입한 것과 하지 않은 것에 의해서도 공

기주입형 재킷은 보온력에서 차이를 나타낸다. 그

러나 소매와 같이 재킷의 일부분이 분리되거나 공

기주입부가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 있으면 공기를 

구간별로 주입하는 것에 따라 보온력을 조절할 수

도 있다. 따라서 보온 모듈의 디자인 전개를 공기 

주입부의 유형에 따라 나누어 하였다. 재킷 한 벌

의 공기 주입부를 분리하지 않은 일체형과 한 벌에 

공기 주입부를 몸판, 소매 구역으로 나누어 공기를 

나누어 주입하는 구간 구분형, 또 소매, 혹은 재킷

의 일부가 패스너에 의해 분리되어 더 큰 보온력의 

<Table 2> Thermal insulation module design

Type Design

Mono

-container 

type

     

Divided 

-container 

type 

Detachable 

-container 

type

차이를 만드는 탈착형으로 디자인하였다(Table 2).

일체형 보온 모듈은 일반 재킷의 형태를 하고 있

고, 뒤판의 중심에서 솔기가 봉합된 형태로 앞 쪽 

좌, 우의 공기주입구를 통하여 두 번의 공기주입으

로 전체에 공기를 다 넣을 수 있다. 소매와 몸판이 

하나로 이어진 기모노 소매 형태이다. 구간 구분형 

모듈은 몸판과 소매의 공기주입부가 분리되어 있

어 몸판의 보온력을 높이고자 할 때는 앞판, 뒤판

에 있는 공기 주입구를 통하여 공기를 주입하고, 

소매까지 보온력을 높이고자 하면 소매 양쪽에 있

는 공기주입구를 통하여 공기를 주입한다. 탈착형 

모듈은 몸판, 어깨, 소매, 후드, 스커트 부분에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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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를 따로 주입할 수 있으며, 소매, 후드, 스커트 

부분은 패스너를 이용하여 탈착할 수 있다. 공기주

입 전에도 소매 등을 분리하려 보온력을 조절할 수 

있지만, 공기 주입을 부분에만 하여 보온력을 조절

하기도 하고, 혹은 주입된 부분을 완전히 떼어 내

어 보온력을 조절할 수 있는 형태이다. 

3) Portability module design

공기주입형 재킷은 공기의 주입 여부에 따라 부

피의 차이가 난다. 보온 기능을 하기 위하여 패딩 

재킷과 같이 부피가 크던 재킷의 공기를 배출시켜 

부피를 줄일 수 있다. 줄어든 부피는 휴 를 용이

하게 한다. 그러나 부피를 줄이는 것 외에 재킷을 

특정 공간에 넣어 보관할 수 있다면 이동 중에 재

킷을 가방 속에 넣거나 뺄 때 효율적이어서 휴  

기능은 더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덮개 혹은 쿠션

이 파우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Table 

3). 덮개 겸용 파우치는 폴딩 시스템을 이용한 파우

치로 펼쳤을 때 사각의 형태가 되어 덮개로도 사용

할 수 있으며, 안쪽 스냅을 닫고 가장자리의 지퍼

를 닫으면 파우치가 되는 형태이다. 쿠션 겸용 파

<Table 3> Portability module design

Type Design

Lap robe

-pouch 

Cushion

-pouch

우치는 펼쳤을 때 긴 사각의 형태로, 접어서 쿠션

으로 사용하거나 세 곳의 지퍼를 닫고 스트링을 잡

아당겨 파우치로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다.

2. Development of the jacket design applying 

modular systems 

1) Folding system

모듈을 패스너에 의하여 접고 펼쳐 기능을 발휘

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모듈 간의 결합을 웰딩으로 

고정적이게 할 수도 있고, 컴바이닝 시스템을 적용

하여 완전히 탈착이 되게 할 수도 있으며, 레이어

링 시스템을 이용하여 아이템간의 겹쳐 입는 형태

로도 디자인할 수도 있다.〈Fig. 16〉은 구간 구분형 

보온 모듈과 폴딩 시스템의 목 쿠션, 허리 쿠션 모

듈간의 결합을 봉제와 웰딩을 통하여 고정적이게 

한 디자인 예이다. 구간별로 공기를 주입하여 보온

력을 조절할 수 있으며, 후드와 뒷면의 도련을 접

어 쿠션으로 활용한다. 재킷의 보온력을 높이지 않

고 쿠션의 기능만을 사용할 때를 위하여 허리 쿠션

의 공기주입부를 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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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Folding system design.

2) Layering system

레이어링 시스템은 모듈 자체가 단일 아이템이 

되며, 그 아이템을 겹쳐 입는 시스템이다. 쿠션 모

듈이 베스트 혹은 재킷에 삽입되어 있거나 컴바이

닝 시스템으로 연결된 상태에서 보온 재킷을 겹쳐 

입는 형태로 디자인 될 수 있다.〈Fig. 17〉은 인체

에 더욱 적합한 형태로 지지하기 위하여 디자인한 

고정형 목 쿠션과 허리 쿠션을 베스트에 컴바이닝 

시스템으로 연결하고, 그 위에 보온 재킷을 입는 

시스템이다. 휴  기능을 위하여 파우치가 베스트 

주머니에 삽입되도록 하였다. 이 파우치는 펼쳐서 

무릎 덮개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Combining system

패스너를 이용하여 모듈을 연결하기에 모듈 자

<Fig. 17> Layering system design.

체의 유형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연결할 수 있으나, 

패스너의 무게와 부피가 추가된다는 점과 연결과 

분리 시에 패스너를 조작해야 하는 점이 단점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각 모듈을 완전히 분

리할 수 있어 필요한 모듈만 휴 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Fig. 18〉은 보온 모듈, 목 쿠션, 허리 쿠션이 모

두 패스너로 연결되거나 완전히 분리된다. 목 쿠션, 

허리 쿠션의 디자인은 폴딩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

이나 각 모듈의 연결은 컴바이닝 시스템을 활용하

였다.

4) Making up

공기주입형 재킷은 자체가 공기를 가둘 수 있는 

컨테이너이어야 하기에 재킷 소재의 공기 투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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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Combining system design.

는 ‘0’이어야 한다. 원단에 PU 등의 수지를 코팅하

거나 필름을 라미네이팅 한 소재들 혹은 필름 자체

가 공기주입형 재킷 제작에 이용될 수 있다. 고정

형 목 쿠션과 허리 쿠션은 디자인상 다른 패션 아

이템으로 변형되지 않기에 PU 필름을 사용하였다. 

목 쿠션은 목이 직접 닿는 감촉을 고려하여 60D의 

<Table 4> The finished jackets designed in the modular systems

Systems
Whole body

(Before air injection)
Modules Features

Folding 

system

Cushion 

module

Neck cushion Waist cushion

Thermal 

insulation 

module

Partial air-injection Entire air-injection

폴리에스테르로 양면으로 짠 환편 니트로 덮개를 

만들었다. 허리 쿠션에는 피부와 직접 닿는 경우가 

적기에 필름만을 사용하였다. 고정형 목 쿠션과 허

리 쿠션을 연결하는 쿠션 베스트는 허리 쿠션을 연

결했을 때 허리 부분에 여유분이 필요한 점을 고려

하여 뒤판은 목 쿠션의 덮개와 같은 환편 니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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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ntinued

Systems
Whole body

(Before air injection)
Modules Features

Layering 
system

Cushion 
module

Cushion vest 
air-injected

Neck cushion Waist cushion

Thermal 
insulation 
module

No air-injection Entire air-injection

Portability 
module

      Lap robe        into          Pouch

            →

Combining 
system

Cushion 
module

Neck cushion Waist cushion

Thermal 
insulation 
module

Body detached 
sleeves & skirt and
partially air-injected

Whole body 
partially air-injected

Whole body
entirely air-injected

 

Portability 
module

   Waist cushion from the skirt part  into          Pou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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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하였다. 앞판은 휴 하기 용이하도록 경량의 

나일론 60D로 된 트윌 조직 원단으로 제작하였다. 

그 외 폴딩 시스템의 재킷, 컴바이닝 시스템의 재

킷 그리고 레이어링 시스템의 보온 모듈은 폴리에

스테르 원사를 이용한 단면 조직의 환편 니트에 PU 

필름이 라미네이팅된 원단을 이용하였다. 

공기주입형 패션은 봉합의 과정도 일반 봉제를 

사용하면 바늘구멍 사이로 공기가 새기에 봉제와 

더불어 소재를 용융시켜 다시 붙이는 웰딩을 사용

한다. 본 연구의 재킷은 웰딩 방식 중 열과 압력을 

접합부분에 직접 가하는 가열 웰딩을 사용하여 봉

합하였다. 접착이 용이하도록 PU 접착 필름을 접합

부분에 끼워 웰딩하였다.

완성된 재킷 실물을〈Table 4〉에 시스템별로 제

시하였고, 각 재킷이 공기주입 후에 지니는 기능을 

모듈별로 분류하여 나타냈다.

Ⅴ. Conclusion

본 연구는 현  사회의 이동성과 관련한 패션의 

쿠션 기능, 보온 기능, 휴  기능을 재킷에 공기를 

주입하여 추구하고자 하였으며, 모듈러 시스템을 

활용하여 재킷의 디자인을 전개하고, 이를 통하여 

공기주입형 다기능 패션의 활용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양한 기능을 환경에 따라 선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모듈러 시스템을 재킷 디자인에 활용하고

자 패션 디자인처럼 인체 비례 시스템이 활용되는 

건축과 가구의 모듈러 시스템을 기초로 패션의 모

듈러 시스템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건축과 

가구에서는 접음과 펼침의 구조로 이동성을 부여

하고, 공간에의 적용성을 높이며, 수직적 축적 구조

로 가구와 건축이 차지하는 지에서의 공간은 줄

이며, 수납과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수평적 조립 구조는 건축 

공간의 활용도를 다양하게 하였고, 가구에서는 가

변성을 부여하여 기능뿐 아니라 디자인에서도 다

양함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건축, 가구의 접음과 펼침의 구조, 수직적 축적 

구조, 수평적 조립 구조를 참고로 패션의 모듈러 

시스템을 정리한 결과, 패션에서는 접음과 펼침의 

구조가 폴딩 시스템으로 나타나며, 수직적 축적 구

조는 모듈 간의 레이어링 시스템으로 나타나고, 경

첩과 같은 매개체를 이용한 수평적 조립 구조는 패

션에서 패스너를 이용한 컴바이닝 시스템으로 나

타났다. 패션에서 다르게 나타난 부분은 컨테이닝 

시스템으로 포켓과 같은 디테일을 이용하여 모듈

을 휴 하는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립된 모듈러 시스템을 적용하여 재킷의 기능

별 모듈을 디자인하고 모듈을 결합하여 디자인을 

전개하였다. 모듈은 목, 허리 쿠션 모듈, 보온 모듈, 

휴  모듈로 나누어 디자인하였다. 목, 허리 쿠션은 

지지의 기능에 중점을 둔 디자인은 인체 형상을 바

탕으로 고정적인 형태로 디자인하였으며, 패션 아

이템에 자연스럽게 조화되기 위한 디자인은 폴딩 

시스템과 컴바이닝 시스템을 적용하여 가변적 구

조로 디자인하였다. 보온 모듈은 공기주입부를 최

한 적게 나누어 공기주입구를 적게 만드는 일체

형 보온 모듈, 공기주입부가 몸판과 소매로 나뉜 

구간 구분형 보온 모듈, 몸판, 소매, 후드, 스커트 

부분을 지퍼로 연결하여 탈착할 수 있는 탈착형 보

온 모듈로 디자인하였다. 휴  기능을 위한 모듈은 

덮개 겸용 파우치, 쿠션 겸용 파우치로 디자인하였

다. 덮개 겸용 파우치는 덮개로 사용할 수 있는 넓

은 사각형태의 천을 접어 파우치가 되도록 디자인

하였으며, 쿠션 겸용 파우치는 파우치에 공기가 주

입되어 허리 쿠션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하였다.

디자인된 모듈을 각 시스템을 활용하여 조합하

여 재킷 전체의 디자인을 전개하였다. 폴딩 시스템

을 활용한 후드가 달린 긴 외의 형태의 디자인은 

후드를 접어 목 쿠션이 되고, 뒤판의 도련 부분을 

접어 허리쿠션이 되는 가변형 쿠션 모듈과 구간 구

분형 보온 모듈을 조합하였다. 레이어링 시스템을 

활용한 디자인은 목, 허리 쿠션이 삽입된 베스트위

에 일체형 보온 모듈을 레이어드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컴바이닝 시스템을 활용한 디자인은 탈착형 보

온 모듈의 후드에 가변형 목 쿠션 디자인을 적용하

고, 스커트 부분에 가변형 허리 쿠션, 파우치 디자

인을 적용하였다. 컨테이닝 시스템은 휴  기능을 

위한 파우치 디자인에 적용하였다. 디자인의 효용

성을 알기 위하여 폴리우레탄 필름과 폴리우레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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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이 라미네이팅된 소재를 사용하고, 웰딩 방식

을 이용하여 봉합하여 재킷을 제작하였다. 

재킷의 디자인을 전개하고 실물을 제작한 결과, 

공기주입을 통하여 재킷에 쿠션의 기능, 보온의 기

능을 부여할 수 있었고, 휴 성을 높일 수 있었다. 

모듈러 시스템을 활용하여 재킷은 가변적 구조를 

지니게 되어 기능을 선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고, 

또한 다양한 디자인 전개가 가능하였다. 모듈러 시

스템의 활용은 재킷 외의 다른 아이템의 디자인 전

개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사려되어 공기주입형 다

기능 패션의 지속적인 디자인 개발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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