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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Fold architecture and how its properties are shown in the 
fashion of the modern work of Issey Miyake through analysis. In this research, the Fold classification criteria for 
analysis features that appeared in Issey Miyake fashion features were established through research literature on Fold 
architecture and leading research. Empirical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or Issey Miyake's work and collection 
by collecting photo materials, and design concepts and the results are analyzed in terms of features. Study ranges 
of Issey Miyake’s creative design development are Pleats Please, A-POC, 132.5 project, and collections from 2000 
to 2014. The conclusion is as follows. First, design concepts presented in the Issey Miyake fashion features of Fold 
are Hybrid, topology, and uncertainty. Hybrid look for the meaning of fashion, which is the interaction between 
the wearer and garments. The concept of topology designs clothing, focusing on interrelationship of the body and 
clothing, and pays no attention to absolute size or the form of the clothing. The concept of uncertainty is an 
uncertain form that is infinitely expandable because all the elements have openness and uncertainty due to the 
determined incomplete state by the creator. Second, in the results presented in the Issey Miyake fashion features 
is the destruction of the boundary and diagram form. The destruction of the boundary is free from traditional 
clothing. The diagram form is a geometric form which does not create a Dart or Princess line.

Keywords: Issey Miyake(이세이 미야케), Fold architecture(폴드 건축), uncertainty(불확정성), disappearance of 
the boundaries(경계의 소멸), the form of diagram(다이어그램 형태)

I. Introduction  

20세기 후반의 포스트모더니즘과 해체주의 사상
의 근간은 인간의 이성과 물질세계가 확정적이며, 
통일되고 투명한 것이 아닌, 상대적이며 불확정적이
고 불완전하다는 인식으로의 전환이었다. 해체주의

는 절대성, 일방향성으로 대표되는 모더니즘 특징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기존의 개념적, 형태적 요소
들을 파편화, 재조합하는 방식을 선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체주의가 자생적 한계에 다다랐음을 주장

하며, 이에대한대안을제시하고자하는흐름이 1990
년대에 들어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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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움직임은 건축분야에서 활발히 나타났는

데, 1990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는 Any 회의에서는
포스트모던과 해체주의 건축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
를 극복하기 위해 현대의 철학과 과학 등 건축 외적

인 분야를 건축에 접목시키는 다양한 방법들이 논

의되었고, 1992년 그 대안의 하나로 Fold 건축이 소
개되었다. Fold 건축은 포스트모던과 해체주의가 주
목하기 시작한현대사회의복잡성과이질성을 대립

과모순이아닌응집과 일체화의논리로 풀어나가려

한다. 제프리 킵니스(J. Kipnis), 그렉 린(G. Lynn) 등
젊은 건축가들의 저술과 프로젝트로구성된 ‘Folding 
Architecture’(1993)가 출간된 이후, 많은 건축가들과
조형 예술가들이 Fold 건축을 해체를 넘어선 새로운
이론으로 인식하고, Fold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
루어지고 있다(Jeon, 2003).  
현대패션에 적용된 Fold 개념을 연구한 선행연구

를 살펴보면, Kim(2006)은 건축에 나타난 ‘Fold’기
법의 조형적 특성을 활용한 의상디자인 연구에서

‘Fold’ 기법을 사용한 디자이너로 Issey Miyake와
Maria Blaisse를 선정하고, 그들의 작품을 분석하여
Fold 건축의 조형성과 잠재적인 가능성이 현대 의상
에 모티브를 제공하고 있음을 연구자의 작품제작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Joo(2010)는 현대 패션에 나타
난 Fold 기법의 조형성 연구에서, 폴드 개념을 건축
적 언어로 도입하고 있는 소피아 비조비티의 종이

접기 기법을 연구하여 그 조형적 특성이 현대패션

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비교분석하였다. Heo 
(2011)는종이조형의폴딩앤컷팅(Folding & Cutting) 
기법을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에서 폴딩 앤 컷팅

기법(Folding & Cutting)을 컬렉션 분석을 통해 살펴
보고, 작품 제작을통해조형감각의개발 및창조적
표현 능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패션에서도 Fold의 개념을 적용한 디자인

방법과 이러한 방법을 통해 나타난 결과로서의 형

태에대한연구는다양하게이루어지고있으나, Fold
의 이론적 배경과 중요 개념을 의미하는 디자인 개

념에 대한비교, 분석에대한연구는아직 미비한상
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인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조형적으로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는 건축과 패

션을 접목시켜 건축에 나타나는 폴드의 특성이 현

대 패션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있다. 이를위해인체와의복의상호관계
에 초점을 맞추어 디자인 작업을 전개하고 있는

Issey Miyake를 선정하고, Fold 건축의 이론적 배경
과 중요 개념, 이를 통해 나타난 결과로서의 형태의
특징이 Issey Miyake의 작품세계에 어떻게 나타나
고 있는지를 비교, 분석한다.
본 연구는 Issey Miyake가 소재와 패턴에 대한 연

구로 그만의 독창적인 디자인 전개를 시작한 1980
년 이후부터의 작품인 Pleats Please, A-POC, 132.5 
project와,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의 Issey Miyake
의 Collection 작품으로 범위를 한정한다. 연구의 방
법은 국내외 전문서적과 문헌, 논문, 학술지등의 선
행연구를 통하여 Fold 개념이 적용된 Fold 건축과
Issey Miyake의 패션에 대해 정리하고, 이러한 이론
적 고찰을 바탕으로 Fold 건축의 디자인 개념, 결과
측면에서의 특징을 추출하고, 이를 Issey Miyake 패
션의 특징과 연결시켜 분석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II. Background

1. Gilles Deleuze’s Fold
Fold의 사전적 의미는 ‘접다’, ‘끼다’, ‘맞물리다’, 

‘싸다’, ‘덮다’, ‘꽉 껴안다’, ‘휘젓다’, 주름’, 접음’ 
등의 의미를 내포한다(“Fold”, n.d.). 접힘이란 연속
의 계기와 불연속의 계기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으

며, 접힘의 구조라 할 수 있다.
우주는 무수한 단자(monad)로 이루어져 있고, 개

개의 단자 속에는 하나의 완전한 우주가 구현되어

있다는 사상인 라이프니츠(G. W. Leibniz)의 모나드
이론(monadology)에서 출발한 주름 개념은 “세계는
무한히 접힌 주름이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Kang & Lee, 2004). 라이프니츠의 주름 개념에서
영향을 받은 질 들뢰즈(Gilles Deleuze)는 세상을 끊
임없이 상호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어떠한 세상의
근원도 점과 같이 줄어들 수 있는 본질이 아닌 상호

간의 차이, 즉 Fold라고 생각했다. 그는 우주의 실체
는 끊임없이 다른 것이 되려고 하는 생성적 변화의

잠재가능성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Fold 개념에 대
한 이론을 펼치고 있다(Jeon, 2003).
질 들뢰즈는 1988년 발표한 그의 저서 ‘주름,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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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프니츠와바로크(The fold, Leibniz and the Baroque)’
에서 바로크가 가진 특징들이 역사적 한계를 넘어

뻗어나가며, 동시대 예술 비평에 기여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주름의 사유가 물질의 세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 안의 주름’이라고 부
르는 정신적이고 이성적인 세계에서도 나타난다고

하였다.
질 들뢰즈의 Fold의 특징들은 Fold에 대한 담론

이 Fold 건축의 실제로 진화한 것을 이해하는데 매
우 중요하며,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Joo, 2010). 주
름(The fold)은 진행 중인 무한한 작업, 결론 내리는
방법이 아닌 이어나가는 방법, 무한성을 향해가는
방법이다. 내부와 외부(The inside and the outside)는
무한한 주름의 분리체들 혹은 재료와 영혼, 파사드
와 폐쇄된 방, 내부와 외부 사이의 무한한 이동들이
다. 높음과 낮음(The high and the low)의 주름은 서
로 나눠지면서 크게 확장되고, 그로 인해 높음과 낮
음을 연결시킨다. 펼쳐짐(The unfold)은 주름에 대
한 반대개념이 아니며, 그 행위의 연속으로서의 펼
쳐짐이다. 얽어 짜는 것으로 직조의 플라톤적인 패
러다임은 주름의 형상적 요소를 끌어내는 것이 아

니다.
이러한 질 들뢰즈 이론의 특징들은 존재의 사유

에서 생성의 사유로 전환되어 시각적인 변화로 건

축에 적용되었으며, 또한 물질을 부분의 합이 아닌
연속체로 간주하고, 이 요소들의 결합은 주름으로
형성된 상호간의 관계성으로 그 사이의 단절을 거

부한다.

2. Fold architecture
Fold 건축은 20세기 말 새로운 건축이 되기를 열

망하는 하나의 건축적 담론에서 출현하였다. 1990
년부터 매년 LA에서 건축과 타 영역간의 대화를 위
해 시작된 ANY 회의에서 기존의 포스트모던과 해
체주의적인 방법을 벗어나, 새로운 건축의 방향을
찾기 위해 현대의 철학과 새로운 분야를 건축에 받

아들이는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 회의
에서 거론이 되는 새로운 대안 중 하나가 질 들뢰즈

의철학을바탕으로한 Fold 건축이었다(Kim, 1999).
Fold 건축은 건축의 본질 개념을 부정하고, 모든

것들의 불확정성을 주장하는 동시에, 연속성, 비선

형성, 상호 관계를 중시한다. 따라서 Fold 건축의 형
태는 앞선 해체주의와 포스트모던과 같이 불확정성

을 전제로 하면서 동시에 다른 것들과 혼합, 일체화
하는 경향을 띤다. 하지만 꼴라쥬 방식으로 형태를
구성하고 있는 해체주의 건축과는 달리 Fold 건축은
전체를 응집된 하나의 형태로 구성한다. 이 과정에
서 토폴로지 이론, 생물의 증식 과정, 에너지의 불연
속적 변화 등이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절대적 창조자로서의 건축가의 의도는 형태논리에

서 완전히 배제된다(Kim, 2004).
Fold 건축의 디자인 개념과 구현에 관한 연구에

서 Jeon(2003)은 Fold 건축의 연속성에 강조점을 두
고, 해체주의 건축과의 비교를 통해 Fold 건축의 성
격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Fold 건축의 특징을 디
자인 개념(hybrid, topology, 불확정성), 디자인 방법, 
디자인 결과(다이어그램 형태, 요소간 경계의 소멸)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해체주의 건축과의 비교
하여 살펴보고 있다. Fold 개념을 적용한 공간 구현
에 대한 연구로 Kim(2004)은 Fold 건축의 논리로
Dromology 개념을 적용한 새로운 공간의 가능성과
방법을 모색하고, 새로운 공간 형태를 설정하여 여
객터미널(Ferry Terminal)을디자인하였다. 또한 Fold 
개념의 건축적 특징을 디자인 개념 원리(Topology, 
Hybrid), 공간 생성의 방법적 원리(예측불변 프로그
램), 공간 생성 결과(다이어그램, 경계 소멸)에 따른
원리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Fold 건축의
특징을 디지털 건축디자인으로서의 Fold에 관한 연
구에서 Kang and Lee(2004)는 Fold 건축을 시도하
는 현대건축가들 중에서 피터 아이젠만의 Folding 
기법에 대해 살펴보고, 나아가 Fold 개념을 형태화
로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형태생성기법을

제안하였다. 현대건축에 나타나는 Fold 개념에 관한
연구에서 Shin(2001)은 Fold 건축을 카오스적인 현
대 상황에서 새로운 질서를 찾기 위한 디자인 원칙

들의 실험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수용하기 위

한 '시대성의 표현'이라고 하였다. Fold의 표현특징
에 의한 감성적 디자인 연구에서 Kim(2009)은 Fold 
건축 기법을 적용하여 인간의 감성을 초점으로 한

감성적 디자인을 함으로써 도시 환경을 질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Jeon(2003), Kim(2004) 두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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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 Preceding research of fold architecture

Researcher
Characteristics of fold architecture

Design concept Result of shape expression

Shin Sam-Ho
(2001)

․The Emergence of new morphology
․The Conversion of stationary phase
․Expression of Shape-Tectonic

․Polyhedron
․Flexible Curve

Jeon Young-Ji
(2003)

․Heterogeneity within Intensive aggregation (hybrid)
․Elements of relative relationship (topology)
․The irregular and indeterminate architecture inde-

pendent from the function

․The disappearance of the boundaries of shape 
element
․The form of diagram

Kim Min-Joo
(2004)

․The flow of building site (topology)
․Hybrid
․Parameter design

․Diagram
․The disappearance of the boundaries

Kang Hoon
Lee Dong-Eon

(2004)

․Topological
․Two-fold, The change of strength 
․Uncertainty, Non-Hierarchy

․Infinite two-fold structure (consistency)
․Diagram

Kim Soo-Yeon
(2009)

․Discontinuous generation process
․A source of generating energy
․Discontinuous transformation

․Continuity
․Polyhedron

Fatemeh Ghafari 
Tavasoli
(2012)

․Dislocation of the dialectical
․Three dimensional reality of folded (topology)
․Principle of reciprocal determination

․Dynamic potential of diagram
․Continuity of lines and figures

․Hybrid
․Topology
․Indeterminacy

․The form of diagram
․The disappearance of the boundaries between 

elements

의 분석틀을 이용하여 Fold 건축의 특징을 디자인
개념 측면(Fold의 이론적 배경과 중요 개념)과 형태
표현 결과의 측면(Fold 건축 형태의 특성)으로 나누
어 살펴보았다(Table 1).

1) The characteristics of Fold architecture 
from design concept perspectives

Fold 건축은 해체주의 건축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질적이되 혼합, 응집되어 일체화된 건축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특징은 Hybrid(혼성)라는 단어로 요약
할 수 있다. Hybrid는 이질적인 것들이 모인 혼합체
내에서 그 특징은 드러나지만, 연속적이며 경계를
알 수 없는 상태이다(Lynn, 1993). 사람, 뱀, 사자의
이미지를 조합하여, 전체적으로는 각각의 특징을 모
두느낄수있지만, 어느부분이 어떤동물의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기 어려운 벤 반 베르켈(Ben van 
Berkel)의 manimal 이미지(Fig. 1)는 Hybrid의 개념

을 잘 나타나고 있다. 이를 건축으로 풀어 말하면, 
건축 내외부의 여러 형태와 특징들을 조합하여 변

형시키되, 이들 각각의 특징은 살아있지만, 이들 특
징들이 각각 어느 부분에서 나타나는지는 알 수 없

게 경계를 없애는 것이다. 
Topology(위상, 위상수학, 위상기하학) 이론에서

는 관계가 특징을 인식하게 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

에, 관계가 바뀌지 않으면 특징들 또한 변하지 않는
다. 즉, 상대적인 개념으로 하나로 독립되어서는 존
재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으며, 부분들이 모여 있을
때에야 각각의 개별성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Topology 이론은 내부의 상대적 관계가 그들의 응
집성을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인 Fold 건축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Jeon, 2003). 아이젠만의 랩스
탁 파크(Rebstock Park) 마스터플랜 계획안(Fig. 2)
에서 두 개의 스케일이 다른 그리드(Grid)를 설정한
후, 각각의 대지 형태에 맞게 변형된 매스를 배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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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 Manimal. - Ben Van 
Berkel, Caroline Bos. (2008). 

From. Saggio (n.d.). 
http://www.gdfitcaad2011.altervista.org

<Fig.�2> Rebstock Park Masterplan. - 
P. Eisenman. (1990). 

From. Michael & Michael (2003). 
http://www.rebstockpark-ffm.de

<Fig.�3> A diagram indicating the 
movement of a car for H2 House. - G. 
Lynn. (1966). From Lynn, G. Design 

Team (n.d.). http://synworld.t0.or.at

고, 그리드를 세분화한다. 각 건물의 형태는 서로 상
이하나, 같은변형틀 안에서찾아낸형태의선때문
에 처음의 전체성을 잃지 않는다.
인간의 행동은 건축가가 의도하는 대로 따라가기

에는 너무나 불규칙적, 불확정적이기때문에 건축가
가 기능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Fold 건축은 디자인
과정이 기능에서 독립되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들
이 기능과 완전히 무관한 형태를 주장하는 것은 아

니며,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가장 기능적인 형태를
만들어낸다고 주장한다(Jeon, 2003). 건축가의 절대
적 창조자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작가

인 그렉 린(G. Lynn)의 건물은 기능이나 프로그램이
아닌건축외적인곳에서형태의모티브를차용한다. 
<Fig. 3>은 건물의 형태를 구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건물의기능을따라형태를결정하지않고, 주변의고
속도로에서보이는자동차의움직임을컴퓨터그래픽

툴을 통해 변형시켜 생성한 형태를 사용하고 있다.

 

<Fig.�4> The form of diagram Max Reinhardt haus. - P. 
Eisenman. (1992). From. Riley & Nordenson (2004). 

http://www.thecityreview.com

<Fig.�5> The disappearance of the boundaries, 
Yokohama International Port Terminal. - F.O.A. (1995). 

From. Langdon (2014). http://www.archdaily.com

2) The characteristics of Fold architecture from 
design form expression results

Fold 건축의형태는일체화된다이어그램(diagram)
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유동화, 연속된 요소
의 혼성과 전체성을 추구한다. 다이어그램의 형태는
연속적이며, 자생적인 진화에 의한 결과이다(Kim, 
2004). 아이젠만을 비롯한 많은 Fold 건축가들은 들
뢰즈의 다이어그램 개념을 그들의 디자인 프로세스

에 적용시키고 있다. Fold 건축은 어떠한 다른 형태
적 참고를 피하고 추상적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가 발생하나, 컴퓨터를
사용한 다이어그램 형태의 틀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난점을 안고 있다(Jeon, 2003). <Fig. 4>는 아이젠만
의 Max Reinhardt haus로 프리즘을 갖는 뫼비우스
띠를 주제로 한 건축물로, 판(plate)와 큐브(cube)를
회전시킨 비틀린 크리스탈의 형태가 나타난다.

Fold 건축은 형태 측면에서 바닥, 벽, 기둥 등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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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경계가 사라지고, 서로가 흐르면서 다른 요소
로 변화하는 특징을 보인다. 즉, 각요소들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경계는 시각적으로 보이는 물리적
인 형태에서 뿐만 아니라, 인식적인 영역에서도 존
재하는 것으로, 경계 영역은 변형이 시작되는 부분
이며 상호간에 교류와 차이가 발생하고, 이를 통해
서로간의 정체성이 생성되는 영역이다(Kim, 2004). 
이러한 경계의 소멸은 요소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

라, 공간에서도 나타나, Fold 건축에서는 내부와 외
부의 구분이 무의미해진다. <Fig. 5>는 벽과 바닥, 
천장이 서로 흐르듯 변화하고 있는 요코하마 여객

터미널의 내부 모습니다. 모든 요소가 평면을 벗어
나, 각각을 구분할 수 없다. 또한 형태 구성 요소와
구조체와의 일체화를 통해 형상은 더 이상 한 가지

의 본질 개념으로만 설명될 수 없게 된다.

3. Characteristics of Issey Miyake's fashion
Issey Miyake는 오뜨 꾸뛰르가 패션의 기준이라

는 환상을 깨고 그 자신의 독자적인 방법으로 옷의

개념을 세우기 위해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가 백지

상태에서 출발하였다(Miyake, 1979). 1980년, Issey 
Miyake는 오뜨 꾸뛰르와 기성복 세계를 모두 경험
하면서 실용적이고 보편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었고, 
A-POC Making과 Pleats Please를 통해 그의 패션목
표인 ‘누구나 입을수있는편안한 의복을만드는’것
이실현되었다(Kim & Bae, 2003). ‘A Piece of Cloth’
란 의미의 A-POC은 인체를 완전히 감싸는 단 하나
의 천 조각으로 만들어진 의복으로 재단상의 변화

를 꾀한 방법이다. 1980년대부터 소재와 패턴에 대
한 연구에 집중하여 그만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전

개하기 시작하였으며, 1988년부터 주름작업을 시작
하여 5년여의 연구 끝에 1993년 Pleats Please를 상
업화하는데 성공하였다(Miyake, 1999). 
본 연구에서는 Issey Miyake의 패션의 선행 연구

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논의된 부분들을 추출하여

그 기준을 마련하고, 인체의 새로운 해석, 일본 전통
양식의 재인식, 타 영역 예술과의 교감으로 나누어
서 살펴보았다. Han(2004)은 Issey Miyake 작품에
나타난 해체주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에서 패션정신

에 기초한 독창성 때문에 예술작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Issey Miyake의 디자인 정신을 고찰해보고, 이

를 통해 나타나는 해체주의적 디자인 특징을 분석

했다. Park(1990)은 Issey Miyake의 의상에 나타난
형태미와 상징성에 관한 연구로 Issey Miyake의 작
품과 현대적 미술표현과의 관계를 밝힘과 동시에

그의 작품에 재현된 일본의 전통성에 대해 고찰했

다. Issey Miyake의패션철학을통해나타난디자인특
징에관한연구로 Kim and Bae(2003)는 Issey Miyake 
디자인 특징을 분석하여 과거, 현재, 미래에서도 경
쟁력을 지닐 수 있는 의복 디자인의 발전 방향을 제

시하였다.

1) New interpretation of human body
1960년대는 Issey Miyake가 디자이너로서의 활

동을시작한 시기로그 당시 여성의성 해방 운동은, 
의복이 주체가 되어 인체를 지배하려는 기존의 기

능에서 벗어나 인체가 주체가 되어 신체적 결점을

보완하고, 움직임의 자유를 돕는 것으로 의복의 기
능을 바꾸어 놓았다(Choi, 1997). 이러한 인식의 전
환은 디자이너들로 하여금 인간 자체에 관심을 기

울이게 하였다. Issey Miyake 역시 파리에서의 경험
을 통해 패션에 대한 오뜨 꾸띠르의 전통적 기준이

현대 여성들에게 적합하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그는
근본적인 공간으로서 인체와 옷감의 상호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원단을 인체의 선에 맞게 구성, 봉
제하지 않고, 극도의 가공되지 않은 단순한 구성을
통해 천과 인체 사이에 형성되는 공간이 몸의 움직

임에 따라 구비치고 펄럭거리며, 드레이퍼리가 생기
게 하는 것이다(Fig. 6). 이는 조각적인 양감을 나타
내기 위한 기하학적인 구성으로 현대적 표현에서

대상의 재현을 추방한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즉, 기하학적인 2차원적 요소에 의한 3차원적인 공
간의 추구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
은 인체의 새로운 이미지를 발견하려는 것으로, 인
체를 장식하기 위함이 아니라, 인체를 강조하기 위
함이다(Park, 1990).

2) Re-realization of Japan’s traditional style
Issey Miyake는일본이섬나라이기때문에사회적

배경이나미적 감각이다른나라와는다르다는것을

인지하고, 일본 문화와 공간의 의미에 대해 깊이연
구한후, 일본의전통적인직물생산방식을자신의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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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에 적용하였다(Han, 2004). 1973년, ‘A Piece of 
Cloth’이란 주제로 파리컬렉션에서 Issey Miyake는
클래식하고 엘리건트하기만 했던 파리 패션계에 일

본의 전통의상 기모노로부터 영감을 얻어 봉제나

재단을 최소화한 자연 친화적인 의상을 무대에 올

렸고, 전 세계 패션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일본적인 것이무엇인지에대한의문을끊임없이제

기하며, 전통적인일본의의상이나천에최첨단의현
대적인 테크놀로지를 그 시대에 맞게 반영시켜왔다. 
전통적인 양식에 영향을 받은 그의 패션들을 보

면 전통 양식을 미래적인 외관 및 착용감과 결합시

킴으로써 전통적인 양식을 현재 패션에 맞도록 진

보된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Miyake, 1999). 그의 디
자인은 서양복의 주된 재단 기법인 다트나 프린세

스 라인 등을 사용하지 않고, 직선재단으로 정방형
의 천자체에 변형을가하지 않은 재단 형태가많아, 
일본의 전통 복식인 기모노를 생각나게 한다(Fig. 
7). 이 스타일은 정방형과 기하학적인 형태로 재단
하여 직물이 신체를 감싸서 늘어지도록 하여 착용

자가 원하는 스타일로 연출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

으로, 전통성과 영속성 모두에서 성공한 작품이라
평가된다(Miyake, 1999).

3) Communication with other field of art
Issey Miyake는 조각, 무용, 영화, 건축, 인물 탐구

<Fig.�6> Issey Miyake, 
Sommer 1984, Photo by 

Iman. From. Benaim 
(1997). p.43

<Fig.�7> Issey Miyake, 1997, 
Photo by Irving Penn. 
From. Ventus (2012). 
http://the-rosenrot.com

<Fig.�8> Flying Saucer, 
Issey Miyake, 1994, Photo by 

Enrique Badulescu. From. 
Benaim (1997). p.56

<Fig.�9> Morimura’s 
Doll, Issey Miyake, 1998. 

From. Foreman (2014). 
http://www.nytimes.com

등을통해디자인의영감을받고, 현대 문화에큰 영
향을 준 예술가들과의 협력으로 새로운 에너지를

창출하고 있다(Kim & Bae, 2003). 이사무 노구치와
의 공동작업인 ‘Jumping’ 시리즈는 의복의 조각적
특징을 강조하여 바닥에 놓았을 때는 평평하던 2차
원의 형태가 사람이 착용을 하면 3차원의 입체적인
형태로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준다(Fig. 8). <Fig. 9>
는 1998년부터 1999년에 걸쳐 파리의 카르티에 재
단에서 기획한 Issey Miyake의 패션 전시로 ‘Making 
Things’란 주제로 열렸던 작품 중의 하나로 야수마
사 모리무라(Yasumasa Morimura)와의 공동 작업이
다. 앵그르(Jean-Auguste Dominique Ingres)의 ‘샘
(La Source, 1856)’과 모리무라의 누드 사진작품을
의상 작품의 하부와 대립시켜 놓음으로써 강한 대

조를 보이고 있다. 이 작품은 전면에 Issey Miyake 
특유의 기계 주름에 의한 잔주름이 수직으로 흐르

고 있는 가운데 둔부의 햄 라인 위치에서 상하로 나

누어지는 수평선에 의한 대조가 대칭적으로 보이고

있다(Han, 2004).

III. Characteristics of Fold Presented 
in Issey Miyake Fashion

Issey Miyake 패션에 내재되어 있는 자유감정은, 
그가 의복과 인체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는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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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기본 컨셉이 되었다. 그는 의복과 인체와의 관계
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의복과 신체 사이에 공간개념

을 취하였고, 이를 더욱 발전시켜 볼륨과 그 볼륨의
변화를 그의 패션에 나타냈다(Kim & Bae, 2003). 이
와같은그의디자인에대한개념과 방법, 그리고결
과론적인 형태의 특징은 Fold 건축가들의 그것과 매
우 유사하다.

Issey Miyake에대한선행연구와 Fold 건축에대한
선행연구를 비교하여 분석해 본 결과, Issey Miyake 
패션에서는 Hybrid, Topology, 불확정성, 다이어그
램 형태, 경계의 소멸이라는 5가지의 Fold 특징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Issey Miyake 패션에 나타난 Fold의 특성을 분석
하기위해디자인개념측면에서는 Hybrid, Topology, 
불확정성을, 디자인 결과 측면에서는 경계의 소멸과
다이어그램 형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를 요약하
면 <Fig. 10>과 같다.

1. Characteristics of Fold architecture from design 
concept presented in Issey Miyake fashion

 
1) Hybrid
일본 출생의 Issey Miyake가 세계적으로 부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패션 내외의 요소들과의
교감을 통해 패션의 기본을 허무는 새로운 실험을

계속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건축 내외의 여러 이질
적인 요소들이 혼합, 응집되어 일체화된 건축을 목
표로 하는 Fold 건축가들의 건축이념과 닮아 있으
며, 이러한 특성은 hybrid(혼성)이란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1996년에서 1998년사이그는기존의 Pleats Please 

<Fig.�10> Fold of Issey Miyake’s fashion

라인에 신선한 변화를 도입하기 위해, 몸을 하나의
개념적 실체로 사용한 4명의 예술가들(야수마사 모
리무라(Yasumasa Morimura), 노부요시아라키(Nobu-
yoshi Araki), 팀 호킨슨(Tim Hawkinson), 카이 구오
치앙(Cai Guo Qiang))과 협업하였다(Fig. 11). 그 결
과, 작품 속의 남성과 여성, 동양과 서양, 나체와 옷
입은 몸의 이질적인 이미지들은 예술과 패션의 상

호작용 속에서 결합되었다(Choi, 2012).
단순한 패션경향으로서의 옷이 아닌 좀 더 근본

적인 개념을 찾아내려고 하는 Issey Miyake의 시도
는 인체로부터 옷을 벗겨내어 마지막 한 장의 천으

로 남게 한 후, 이것으로 인체의 형태를 표현한다는
A-POC으로 나타났다(Park, 1990). A-POC은 의복을
만들기 위한 봉제선이 없고 착용자가 직접 재단할

수 있어, 착용자는 스스로 자신의 의복을 창조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받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의복
은 의복으로서의 최소한의 속성만을 지니게 되며, 
착용자와 의복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패션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된다(Fig. 12).

2) Topology
Issey Miyake는 신체와 옷의 관계를 다양하고 새

로운 방법으로 해석한다. 그는 2차원적인 직물이 인
체에 입혔을 때 3차원적이며 조각적인 형태로 변형
된다는 사실에 흥미를 갖는다. 인체와 옷감의 상호
관계에 초점을 두고 인체의 움직임과 연관하여 의

복을이해하고작품을제작한다. 이것은 Issey Miyake 
디자인 스튜디오의 기본 컨셉으로, 자유에서 영감을

<Fig.�11> Issey Miyake 
art work by Yasumasa 
Morimura, 1996. From. 

Benaim (1997). p.68

<Fig.�12> making A-POC, 
2001. From. 

Designboom (2001). 
http://www.designbo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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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실험적인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Miyake & 
Fujiwara, 2001).
신체와 옷의 관계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상대적

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 하나로 독립되어서는 설명
할 수 없으며, 절대적 치수나 형태에 주목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topology와 맥락을 같이 한다.

Issey Miyake가 ‘원단에는 조건이없다, 원단을배
워라. 원단의무게나형태가그의복을결정한다(Irvimg, 
1988).’라고 한 것은 천 자체가 오브제가 될 수 있다
는 현대적 미술 표현과 일치한다(Fig. 13). 그는 인
체와 천은 근본적으로 일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인체
와 천의 상호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Fig. 14>의 작
품은 옷감과 인체가 각각 자기를 주장함으로써 그

사이에 형성되는 공간이 몸의 움직임에 따라 구비

치고 펄럭거리며, 드레이퍼리가 생기고 있다. 이러
한 공간은 흡수하고, 흡수되면서 움직임에 의하여
하나가 되는 느낌을 표현한 것으로, 의복의 형태에
의해 외형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복과 인간과
의상호작용으로의복의 형태가결정된다는것을보

여준다. <Fig. 15>는 조그만 스웨터이지만, 늘어나면
small, medium, 심지어 large 사이즈가 된다. 입고 난
후에, 스웨터의 양쪽 끝을 한 번 잡아당기면 원래의
조그만 형태로 돌아온다. 탄력성이 매우 큰 양모를
사용해서만들어진이옷은마치거미줄처럼몸에꼭

맞는다. 이러한 그의 신체와 의복 사이의 공간 개념

<Fig.�13> Issey Miyake, 1986, 
Photo by Irving Penn. From. 

MIYAKE DESIGN STUDIO (n.d.).
http://mds.isseymiyake.com

<Fig.�14>� Issey Miyake, 1989. 
From. Benaim (1997). p.44

<Fig.�15> A-POC MAKING_Spider, Issey 
Miyake, 2000. From. MoMA (n.d.). 

http://www.moma.org

은 상호 텍스트성을 이루는 열려진 공간의 불확정

성으로 연결된다(Miyake & Fujiwara, 2001).

3) Indeterminacy
불확정성이란 모든 체계가 개방성을 띄어 무한히

확장되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뜻하는 것

으로, 패션에서는 착장법에 대한 고정관념을 무너뜨
리고 착장자에 의해 완성되는 미완성 상태의 형식

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뜨 꾸띠르 관습의 규칙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창작활동에 대한 그의 열망에 대해 Issey Miyake는
“서양의상의 전통은 나에게 너무나 경직되어 보이
며, 나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자유로운 것들을
창조하고 싶었다(Koren, 1984).”라고 말했다. 그의
이러한 자유감정은 의복과 인체 사이의 관계 연구

에 있어서, Issey Miyake 디자인 스튜디오의 기본 컨
셉이 되었다. 이처럼 그는 의복과 인체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의복에 새로운 개념을 부여하였

고, 이를 더욱 발전시켜 불확정적인 변화에 대한 생
각에 이르게 된다. Issey Miyake의 불확정성에 대한
생각은 직물이 신체와의 조화 속에서 스스로 완성

된 형태를 이루어 나가는 부정형의 의복에 영향을

미친다. 
<Fig. 16>의 작품은 특별한 형태나 형식을 미리

고정시키지 않고, 착용자에 의해 완결되는 비구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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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6> Issey Miyake, 
2010 F/W. From. 

Firstviewkorea (n.d.b). 
http://www.firstviewkorea.

com

<Fig.�17> Issey Miyake, 
2004 S/S. From. 

Firstviewkorea (n.d.a). 
http://www.firstviewkorea.

com

인 형태는 우연성, 열린 개념에 의한 미완성의 미학
으로서 자유로운 정신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Fig. 
17>은 직물의 여러 곳에 구멍을 뚫어 착장자가 자유
롭게 머리 또는 팔 등을 자유롭게 끼워 넣음으로써

불확정적이고, 유동적인 의복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
다. 즉, 그는 코르셋 혹은 패스닝을 사용하지 않는
자유로운 착장을 통해 의복과 인체 사이에 자연스

런 공간을 부여한다. 이것은 그의 의복이 인체를 무
시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 의복과 인체 사이에 형성
되는 공간이 인체의 움직임에 따라 자유스럽게 형

성되도록 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Kim & Bae, 2003)
으로 기존의 의상처럼 완성된 단위가 아닌 미완성

의 것으로 착용자의 연출에 따라 예상하지 못했던

형태들이 창조된다(Irving, 1988).

2. Characteristics of Fold architecture from 
design results presented in Issey Miyake fashion

1) Disappearance of boundary
Issey Miyake의 작품에는 제 2의 피부인 의복으

로부터 구속되지 않는 신체의 자유를 향한 반복적

인 주제들이 나타난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89년 처
음 선보여진 그의 Pleats 라인이다. 그는 안정되고
복원력이 우수한 주름을 이용해 신체에 새로운 공

간을 구축하여 의복구성의 경계를 허물었다. 이렇게

소멸된 공간의 경계는 상호 연결되어 의도적으로

인지 불가능한 다양한 공간 구성을 제공하게 된다. 
주름은 이제 그를 떠올릴 때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

가 되었고, 2014년에는 새로운 주름 기법인 3-D 스
팀 스트레치 기법을 선보이며, 현대의 테크놀로지를
그 시대에 맞게 반영시키며 진보하고 있다(Fig. 18).
이러한 의복에 있어서의 경계 소멸은 의복 구성

간의 경계소멸뿐 아니라, 착장 방식에 따라 의복과
신체와의경계도허물고있는데, 이는그의 2010년작
품인 132.5 Project에서찾아볼수있다. 2010년 Issey 
Miyake의 Reality Lab 팀은 “132.5 ISSEY MIYAKE”
를 발표한다. 그는 132.5의 의미는 평평한 1장의 종
이(원단)(1차원) 3D 형상인 입체(3차원)가 되도록

접음 선을 넣고, 2차원 평면으로 접어 절개를 만들
고 색을 입혀(2차원), 그 옷이 사람과 만나면 차원을
초월하게 된다(5차원)고 설명한다. 마지막 숫자 ‘5’
에는 한 장의 천이 한 벌의 의상으로 누군가에게 입

혀졌을 때 비로소 지금까지 없었던 존재로 완성된

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Fig. 19>의 작품은 삼각형
을 기본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접혀있는 검은 천 조

각의 끄트머리를 잡고 들어 올리면 자연스럽게 회

전하며 한 벌의 의상으로 변모한다. 이 옷에는 일반
적인 스커트나 바지 등의 패턴이 들어가지 않는다. 
납작하게 접은 천은 머리, 소매, 허리가 통과할 수
있도록 들어간 트임의 위치에 따라 셔츠, 스커트, 원
피스, 바지 등으로 다시 태어난다. 종이 접기의 원리
로완성된구조, 그자체가의복이되는것이다. Issey 

<Fig.�18> Issey Miyake, 
2014 F/W. From. SDN 

(n.d.b). http://www. 
samsungdesign.net

<Fig.�19> 132 5. collection, 
Issey Miyake, 2010 F/W. 

From. SDN (n.d.a). 
http://www.samsungdesig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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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yake는 A-POC와 132.5 Issey Miyake를 통해 기
존의 의복의 형태요소에서 해방시킴은 물론이고, 옷
의 구성 요소들 사이의 구별 또한 거부한다.

2) Diagram
Issey Miyake는 기모노의 평면적이고 기하학적인

선에서 출발하여 그것을 자신의 중심 개념으로 삼

되, 이를 더욱 발전시켜 전혀 새로운 형태를 창안한
다. 그의 디자인은 전통적인 방식대로 재단하지 않
은 직사각형의 한 장의 천에서 출발하고 있지만, 이
는전통과는다른기교적인것으로 볼수있는데, 이
것은 종이 접기에서 가져온 방법이다(Park, 1990). 
이러한 종이 접기 방법은 2차원의 평평한 직물을 3
차원의 입체적인 형태로 변화시키고, 접힌 천은 다
이어그램의 형태를 띠게 된다. 
재단하지않은한장의천에서출발하는 Issey Miyake

의 디자인방법은 1989년처음선보여진 Issey Miyake
의 Pleats들에 의해서 더욱 구조적인 형태를 띄게 된
다. Issey Miyake의 Pleats는 열가공이므로 안정되고, 
복원력이 우수하며, 세탁이 용이하고, 열 설정에 의
해 다양하게 가공할 수 있다. 이렇게 가공기술의 진
보에 의해 소재화된 기계주름은 다트나 옆선이 드

러나지 않는 기하학적인 형태를 만들어낸다. 이것은
<Fig. 20>, <Fig. 21>과 같이 입혀지지 않은 상태에
서는 평면적이나, 입혀진 상태에서는 주름이 충분한
디자인적 요소로 작용하여 의복의 새로운 형태를

표현한다는 것을 보여준다(Kwak, 2000).

 

<Fig.�20> Rhythm Pleats, 
Issey Miyake, 1990. 

From. LACMA50 (n.d.). 
http://collections.lacma.org

<Fig.�21> Issey Miyake, 
1997. From. Narayana (2011). 
http://www.blendbureaux.com

<Fig.�22> Issey Miyake, 2011 F/W. From. 
Firstviewkorea (n.d.c). http://www.firstviewkorea.com

2011 F/W Collection에 발표한 132.5 프로젝트에
서는 Issey Miyake Reality Lab의 스태프들이 무대에
나와 바닥에 깔린 커다란 흰색 전지를 접으면서 쇼

가 시작된다. 서너 팀으로 나뉜 그들이 2인 1조가
되어서 종이를 접고 가장자리에 스테이플을 박는다. 
잠시 후 의복의 형태들이 완성되고, 이것들은 모델
들에게 입혀진다. 이러한 종이 접기 퍼포먼스를 시
작으로, 다양한 다이어그램의 형태를 띤 의상들을
보여줌으로써, 종이 접기 방식이 의복에 어떻게 적
용되어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Fig. 22).
지금까지 디자인 개념 측면과 디자인 결과 측면

에서 살펴본 Issey Miyake 패션에 나타난 Fold 특성
을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IV. Conclusion

본 연구에서는 Fold 건축에 대한 문헌조사 및 선
행연구를 통해 Issey Miyake 패션에 나타난 Fold 특
징을 분석하기 위한 분류기준을 마련한 후, 실증적
자료 수집을 위해 Issey Miyake의 작품과 Collection 
사진 자료를 수집하여 디자인 개념 및 결과 측면에

서의 특징을 분석하고, Issey Miyake의 1980년 이후
부터의 작품인 Pleats Please, A-POC, 132.5 project
와,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의 컬렉션에 적용시켜

분석하였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Issey Miyake 패션에나타난디자인개념측

면에서의 Fold의 특징은 Hybrid, Topology, 불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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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2> Characteristics of Fold presented in Issey Miyake fashi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sign 

concepts

Hybrid

․Mixed with the internal and external elements of 
fashion design
․The new experiment to break down the basic of 

clothing

Topology

․Designs a clothing with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ody and the fabric
․Do not pay attention to the dimensions and shape 

of the clothing

Indeterminacy

․It can be infinitely extended, because all elements 
have openness
․An indeterminate form which is determined by the 

wear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sign 

result

Diagram

․Liberation from the traditional inflexible form of 
clothing
․Starts from the flat and geometric lines of kimono 
․It departs from the rectangular piece of cloth form 

of exaggerated size or the geometric shapes with 
less cutting lines
․Creates forms using origami techniques, draping
․A geometric shape with no darts and princess line

Disappearance 
of boundary

․Liberation from traditional forms of clothing
․Eliminating the boundary with the folds
․It does not separate the components of the clothes, 

having one connected 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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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다. Hybrid 개념은 패션 내외의 이질적인 요소
들이 패션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결합되어, 옷의 근
본적인 개념에 대한 탐구를 통해 창조자인 디자이

너에의해의복이결정되지않고, 착용자와의복사이
의상호작용에서패션의의미를찾는것이다. Topology 
개념은 신체와 옷감의 상호 관계에 초점을 두고 의

복을 디자인하고, 의복의 절대적 치수나 형태에 주
목하지 않는다. 불확정성 개념은 모든 요소가 개방
성을 띄어 무한히 확장 가능하고, 착장자에 의해 결
정되는 미완성 상태로 인한 불확정적인 형태이다.
둘째, Issey Miyake 패션에 나타난 디자인 결과, 

측면에서의 Fold의 특징은 경계의 소멸, 다이어그램
형태이다. 경계의 소멸은 기존의 의복형태에서 해방
되고, 옷의 구성요소들을 분리시켜 재단하지 않아
연결된 하나의 조형성을 가진다. 다이어그램 형태는
과장된 크기의 장방형 천 조각 형태 또는 절개선이

적은 기하학적인 모양에서 출발하여 종이접기 기법, 
걸치기, 두르기 등을 이용한 형태 생성방법으로 인
한 다트나 프린세스 라인 등이 없는 기하학적인 형

태이다.
Issey Miyake의 패션에 나타난 Fold의 특성을 고

찰해본 결과, 다양한 조형적 형태미에 대한 새로운
탐구심에서 비롯되어 현대 건축에서 새롭게 보여지

고 있는 Fold의 개념을 패션에 접목함으로써 파편
화, 중첩화 논리로 풀어나가는 해체주의 디자인의
한계를 넘어서 혼성화, 일체화의 논리를 통해 새로
운 패션의 흐름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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