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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Ⅰ

패션 디자인을 평가하는 기준은 산업 디자인이나   

건축에 적용되는 기준과 일맥상통한다 건축가는 거. 

처뿐 아니라 상징적 공간을 디자인하는데 건물보다 , 

오브제에 초점을 맞추는 디자이너들도 마찬가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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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디자이너의 작업은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지식 . 

및 전파에 기초한다 디자인은 사고의 경제성 기능. , 

과 재료 또한 고려해야 할 뿐 아니라 사용자 마케, 

팅 기술적 혁신이 감당할 수 있는 형식성과 미를 , 

갖추어야 한다(Major,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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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Yeohlee Teng's 'Urban Nomad' concept stresses high mobility and flexibility in 

'Clothing-as-shelter' in order to satisfy the needs of urban dwellers. Yeohlee interprets 

clothing as a portable environment that protects and shelters urban nomads as well as 

creates space of clothing as intimate architecture. This study examines Nomadism in 

Yeohlee's designs since 1981 when she received the attention from the fashion critics, by 

conducting literary survey as well as case analysis. Nomadism in Yeohlee's work showed 

the following characterizes. First, 'modular system' deals with the organized dressing 

system that enables interchanging and layering of separates that function in the fifth 

season; second, 'organic geometry' describes the architectonic approach to clothing as 

wearable structure that transforms two dimensional geometry into three dimensional form; 

third, 'functionalism' refers to the use of technological novel materials, ergonomic clothing 

construction, and the strategy of using structure as decoration; and fourth, 'reductionism' 

is the economical approach for realizing Nomadism, which is composed of 

one-size-fits-all as well as unisex size system and 'zero waste' strategy to maximize use 

of a piece of cl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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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디자이너 욜리 텡 이하 욜리  (Yeohlee Teng, )

의 패션의 접근 방식은 종종 건축의 방식에 비유된

다 욜리는 경제적이고 독창적인 방식의 소재 사용. 

과 건축적 사고방식을 결합한다 즉 욜리는 몸과 . , 

의복의 관계 및 의복을 착용한 몸과 주변 환경의 관

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의복이 몸을 덮는 공간을 , 

제공하는 방식을 탐구한다 욜리는 건축의 시각적이. 

고 이론적인 원리를 패션으로 흡수시켜 두 분야를 

조화시키며 이동 보호 거처의 기능을 제공하는 변, , , 

형되는 공간으로서의 의복 디자인을 추구한다 건축. 

뿐 아니라 급변하는 환경에서 영감을 얻는 욜리는 

Urban Nomad 컬렉션에서 다양한 기후조건과 상황

에서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의복을 소개했다

는 년 가을 컬(Brown, 2010). ‘Urban Nomad' 1997

렉션을 위한 욜리의 신조어이다 의복은 휴대용 환. ‘

경(portable environment)’(The Oprah Magazine, 

이라고 언급한 바 있는 욜리는 노마디즘2007) '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효(Nomadism)'(Quinn, 2003) 

율적인 의복을 디자인하였다 끊임없이 이동하는 현. 

1) The solo/group exhibitions which include Yeohlee's works are as follows:

․ Yeohlee: Folk Couture Fashion and Folk Art, American Folk Art Museum, New York, Jan. 2014 ~ Apr. 

2014

․ IMPACT: 50 Years of the CFDA, The Museum at the 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 New York, Feb. 

2012 ~ Apr. 2012.

․ Yield: Making Fashion Without Making Waste, The Dowse Art Museum, New Zealand, Mar. 2011 ~ Jun. 

2011

․ American Beauty: Aesthetics and Innovation in Fashion, The Museum at the 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 New York, Nov. 2009 ~ Apr. 2010

․ YEOHLEE: Design For Now, Crow Collection of Asian Art, Dallas, Oc. 2009 ~ Jan. 2010

․ Fashioning Felt, Cooper-Hewitt National Design Museum, New York, Mar. 2009 ~ Sep. 2009

․ Skin+Bones: Parallel Practice in Fashion and Architecture,

Somerset House, London, Apri. 2008 ~ Aug. 2008/ The National Art Center, Tokyo, Jun. 2007 ~ Aug. 

2007/ Museum of Contemporary Art (MOCA), Los Angeles, Nov. 2006 ~ Mar. 2007

․ Breaking the Mode: Contemporary Fashion from the 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The 

Indianapolis Museum of Art, Indianapolis, Mar. 2008 ~ Jun. 2008 

․ blog.mode: addressing fashion, Metropolitan Museum of Art, New York, Dec. 2007 ~ Apr. 2008

․ Exoticism, The Museum at the 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 New York, Nov. 2007 ~ May 2008 

․ Contromoda, Center for Contemporary Arts at Palazzo Strozzi, Florence, Oct. 2007 ~ Jan. 2008 

․ Luxury, The Museum at the 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 New York, May 2007 ~ Nov. 2007

․ Love and War: The Weaponized Woman, The Museum at the 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 New York, 

Sep. 2006 ~ Dec. 2006

․ The Fashion of Architecture: Constructing the Architecture of Fashion, The AIA Center for Architecture, 

New York, Jan. 2006 ~ Mar. 2006 

․ The New China Chic, The John F. Kennedy 

대인의 삶은 삶의 터전을 찾아 끊임없이 이동했던 

과거 유목민 들의 삶과 유사하다 이러한 현(nomad) . 

대인의 노마디즘 또는 유목성은 공간을 초월하는 고

기동성 을 중시하는 개념으로 시공간(high mobility) , 

의 초월이 중시되는 세기 디자인의 주요한 키워드 21

중 하나이며 욜리의 디자인의 주제이기도 하다 욜, . 

리의 디자인 방법론은 의복을 넘어 착용자 일상의 

주거 영역으로 확장된다.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의 의상 큐레이터였던   

은 욜리의 디자인을 이성과 마력의 Martin(1998a) ‘

통합 이라 칭하면서 욜리 디자인의 특징은 평면 패’ , 

턴 소재의 경제적 활용 그리고 의복의 삼차원성이, , 

라 하였다 또한 은 그녀의 형태의 본. Martin(1998b)

질에 대한 접근방식에는 정신성이 나타난다고 하면

서 욜리의 디자인을 삼차원의 예술이라고 일컫기도 

했다 한편 는 욜리의 디자인이 착용자. Flood(1984)

에게 생기를 불어넣는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욜리. 

의 디자인은 디자인 전문가 사이에서 좋은 평판을 

얻고 있으며 수많은 미술관에서 전시된 바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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욜리는 년 월부터 년 월까지 2001 10 2002 1 The 

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Museum at F.I.T. . 2004

년 Smithsonian Cooper-Hewitt National Design 

의 에 Museum Fashion Design Award Marc 

와 함께 후보에 오르기Jacobs, Narciso Rodriguez

도 하였던 욜리는 업계에서 디자이너의 디자이너‘ ’

로 알려져 있으며 그녀의 디자인은 지적이고 건축, , 

적이며 뉴욕을 상징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욜리는 , .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고 상업적 성공을 거둔 디자이

너라기보다는 패션 전문가와 큐레이터에게 인정받아 

세계 주요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는 디자이너라 할 

수 있다.

의복을 공간 시스템내의 구성요소로 인식하는 욜  

리는 인체만을 위한 구조와 공간을 고안해내고자 한

다 욜리는 . The New Yorker지에 자신의 디자인을 

거처 로 묘사하기도 했다‘ (shelter)’ (as cited in 

몸 자체의 건축성에 도달하기 위해 Quinn, 2003). 

욜리는 창조적 과정을 통해 볼륨 기능 비례에 관, , 

한 기본 개념에 환원적으로 접근한다 자신을 안티. 

패션 디자이너로 표현하는 욜리는 화려함과 과시보

다는 의복의 쾌적성과 관리 에 더 관(maintenance)

심을 가지는 의복건축가 라 할 수 (clothing architect)

있다. 

현대 도시 거주자들은 긴 시간을 집이 아닌 다양  

한 임시 주거환경에서 보내므로 이제 현대인의 주거

지는 의복을 착용한 몸이라 할 때 욜리는 복식을 , 

통한 노마디즘의 주제를 선도하는 디자이너이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인간 거처의 일시성을 인식하고 

이를 최대한으로 응용하고자 하는 착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욜리의 디자인에 표현된 노마디즘의 양

상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는 디자이너 욜리의 디. 

자인 미학을 분석함에 있어 건축과 노마디즘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는 점에서 패션과 타 영역과의 융합

적 관점을 제시한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 , 

패션에 나타난 노마디즘에서 휴대용 환경으로서의 

의복의 개념과 양상에 대해 고찰한다 둘째 욜리 . , 

디자인의 건축적 특성에 대해 파악한다 셋째 욜리. , 

의 디자인에 표현된 노마디즘의 특성을 고찰한다. 

연구의 범위는 욜리가 뉴욕에 자신의 디자인 회사인 

를 설립하여 패션업계와 Yeohlee Teng Incorporated

평단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년부터 최근까지의 1981

컬렉션으로 연구방법으로 문헌연구와 사례분석을 , 

병행한다. 

아직 욜리의 디자인 커리어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므로 지금 욜리의 디자인을 축약한다는 것은 불

가능할 수도 있다 다만 본 연구는 노마디즘이라는 . 

욜리 디자인의 반복되는 주제와 구조의 정확한 위치

와 방향을 찾아내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 Ⅱ

노마디즘이라는 미래의 라이프스타일을 예상한 욜  

리의 독창적인 디자인과 그 철학은 직간접적으로 젊

은 세대의 디자이너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 

장에서는 욜리의 디자인에 표현된 노마디즘의 특성

을 고찰하기 위한 이론적인 배경으로 휴대용 환경, 

으로서의 의복이라는 욜리의 노마디즘의 개념과 이

와 밀접하게 연관된 욜리의 건축적 패션 디자인의 

접근방식에 관해 알아보고자 한다.

욜리의 노마디즘 휴대용 환경으로서의  1. : 

의복     

삶의 터전을 찾아 끊임없이 이동했던 과거 유목민  

들의 삶은 역시 끊임없이 이동하는 현대인의 삶과 

유사하다 현대인들은 거시적인 사회조직 안의 미시. 

적인 분자로서 마치 분자들의 운동처럼 공간을 바, 

꾸어 나가는 현대인의 유목성 또는 노마디즘

은 공간과 시간의 개념의 초월이 중시(Nomadism)

되는 세기 디자인의 주요한 키워드 중 하나이다21 . 

원래 고정된 거주지 없이 계절에 따라 음식 물  , , 

목초 등을 찾아 장소를 옮겨 사는 조직의 구성원이

라는 뜻의 노마드 는 점점 그 의미가 확장‘ (nomad)’

되어 년대와 년대에 미디어 이론가 맥루한, 1960 70

는 거주지 없이 길 위에서 빠른 (Marshall McLuhan)

속도로 이동하는 사람들을 상상하였고 년대 프, 1980

랑스 경제학자 아딸리 는 흥미와 기(Jacques Att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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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찾아 제트기로 세계를 여행하는 부유층 엘리트

와 생계를 위해 이주하는 노동자를 노마드로 묘사하

였으며 이후 년대에 마키모토, 1990 (Tsugio 

와 매너스 는 디지털 노Makimoto) (David Manners)

마드라는 용어로 최신 디지털 기기의 엄청난 가능성

의 개념을 추가하였다. 

노마디즘 라이프스타일은 휴대용 환경으로서의 의  

복을 요구하므로 이러한 의복의 디자인은 건축과의 

연관성을 나타낸다 의복과 건축은 몸을 둘러싸며 . 

몸에 공간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The Psychology of Clothes에서 은Flügel(1930) , 

의복과 건축은 공히 보호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의복

은 건축보다 몸에 더 가깝고 몸에 의해 지지되며 건

축과는 달리 휴대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이후 . 

는 Watkins(1995) Clothing: The portable 

environment에서 의복은 몸의 움직임과 함께 하는 , 

인간에게 가장 친밀한 환경이며 의복 자체의 공간과 

기후를 형성한다고 서술했다. 

한편 차 대전 직후 황폐화된 유럽에서 버지니아   , 1

울프 는 인공적인 구조의 허무함을 (Virginia Woolf)

상징하는 건물의 잔해에서 다시 출현할 사회에 대해 

상상했다 울프는 미래의 인간은 영구적인 집을 짓. 

기보다는 부채처럼 펼쳐지는 휴대용 거주지를 선택

할 것이라고 사색했다 차 대전 중 (Major, 2003). 1

런던이 폭격을 당해 도시가 파괴 되어 건물의 내부

가 잔혹하게 드러났을 때 울프는 달팽이의 껍질과 , 

같은 휴대용 주택이 가능할까하는 의문을 글로 표현

한 바 있다 이러한 울프의 상상을 산업 디자이너인 . 

루시 오르타 가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Lucy Orta) , 

년에 난민용 의복 겸 거주용 텐트1992/93 ‘ (Refuge 

라는 이름으로 도시를 떠도는 난민Wear-Habitent)’ ‘

들이 자신의 소지품과 집을 운반할 수 있도록 하

는 은색 텐트를 디자인하였다 동’(Antonelli, 2005) . 

물가죽으로 몸을 감쌌던 것을 초기의 의복형태라고 

보았을 때 은 이를 일종의 다듬어진 Thurman(2000)

텐트 또는 휴대용 거주 공간 이라 (portable shelter)

칭했다.

도시 거주자들은 과거에 비해 하루 중 집에서 보  

내는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을 다양한 임시 주거환경

에서 보낸다 이러한 견지에서 현대 도시인은 자신. 

의 거처를 휴대하고 다니는 베두인 족이라 (Bedouin)

할 수 있으며 패션 디자이너 욜리의 디자인은 도시, 

의 여러 영역을 넘나드는 세기 도시의 유목민의 21

요구를 충족시킨다 따라서 욜리의 . ‘Urban Nomad’

라는 컨셉은 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주제로 특히 베, 

일 버누즈 망토는 욜리가 끊임없이 반, (burnoose), 

복하고 개발하는 아이템이며 욜리의 레인코트는 텐

트와 같이 풍성하고 비투과적이다 욜리의 작업은 . 

도시 하부구조의 변화에 반응해왔는데, Urban 

는 의복을 일종의 거처로 다루는 욜리 자신Nomad

이 의복 구성의 도시적 기표의 영향을 묘사하기 위

해 만들어낸 용어이다 욜리의 란 제. Urban Nomad

목의 년 컬렉션은 몽고와 티벳의 유목 문1997 F/W 

화에서 영감을 받은 컬렉션으로 세기 후반의 도, 20

시 환경에서의 여행의 문제를 다루었다 이 컬렉션. 

의 디자인은 주름이 생기지 않고 기계 세탁이 가능, 

하며 짐으로 꾸리기 쉽게 고안되었다 년 , . 1999 S/S 

컬렉션에서 선보인 테플론 으로 코팅된 면 (Teflon®)

소재의 드레스는 얼룩이 잘 생기지 않으며 같은 해 , 

컬렉션의 디자인들은 기계 세탁이 가능한 개버F/W 

딘 소재로 구성되었다. 

패션 디자이너와 건축가들은 건물의 미래의 역할  

에 의문을 제기하고 다기능의 새로운 미학으로 이동

식 도시화 를 추(mobile urbanization)(Quinn, 2003)

구하고 있다 전통적인 건축의 구조와 기능은 정적. 

인 것이나 패션 디자이너들은 이동성의 원리와 공, 

간과 장소의 개념을 결합하여 구조적인 접근 방식을 

취한다 패션을 도시의 유목민 을 감. (urban nomad)

싸고 보호하는 움직이는 형 으로 해석하여 디자( ) , 形

이너들은 이차원적 평면을 삼차원의 공간으로 전환

한다. 

욜리 디자인의 특징은 의복을 통해 공간을 창출한  

다는 것이다 는 의복의 공간을 . Antonelli(2005)

이라 일컬었다‘Existenzmaximum’ . Existenzmaximum

은 모든 것이 퍼즐과 같이 맞춰지는 최소한의 거주  

단위를 의미하는 독일 합리주의의 개념에서 유래하

였다 년대에 발터 그로피우스. 1920 (Walter Gropius)

와 미에스 반 데어 로에 등의 (Mies van der Rhoe)

건축가는 인간이 효율적으로 거주하면서도 최소한의 

공간을 차지하는 주택과 아파트의 특징과 사양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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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한바 있다 는 최소한의 공간을 . Existenzmaximum

점유하면서도 인간이 자신의 필수적인 기능을 확장

시킬 수 있는 거처 또는 장치이다 작지만 공간을 . 

활용하는 장치를 통해 신체적 한계가 압박되는 것이 

아니라 보호되며 감각과 정신이 자유로워진다, . 

은 조개껍데기와 같은 자연에서도 Existenzmaximum

발견될 뿐 아니라 거울 안락의자 자동차 뿐 아니, , , 

라 컴퓨터의 인터페이스 워크맨 휴대폰 등의 사용, , 

자가 조작할 수 있는 미니멀한 구성단위에서 그 예

를 찾을 수 있다 욜리는 (Major, 2003). Existenzmaximum 

의 아이디어를 포용하여 거처로서의 단순한 의복을 

디자인하였다 욜리의 탐구는 단지 편안함 보호 사. , , 

생활을 위한 것이 아니라 확장과 연결에 대한 것이

기도 한다 우리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공간은 인. 

간의 확장을 수용하고 물리적 한계를 뛰어 넘는 연

쇄 반응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이다(Major, 2003).

욜리는 패션에 관한 폭넓은 시야를 제시함으로써   

복식의 코드에 내재하는 의미를 넘어서는 새로운 맥

락을 창조해낸다 욜리 디자인의 프로세스와 방법론. 

은 의복을 넘어 일상적 주거 영역으로 확장된다 욜. 

리는 이를 의복이 제공하는 미시거처(micro-shelter)

와 건축과 기술화된 공간의 거시거처

를 통해 탐구한다 소(macro-shelter) (Quinn, 2003). 

형 환경 으로 해석되는 욜리의 디(mini-environment)

자인은 대량소비의 일상에서의 친밀하고 개인적인 

공간을 지시하는 대안적 구조를 제시하며(Quinn, 

욜리는 의복을 건축보다 더 친밀한 일차적인 2003), 

거처로 인식한다. 

욜리의 건축적 패션디자인  2. 

의복은 휴대용 환경이며 의복을 통해 공간을 창출  

한다는 욜리의 디자인 개념은 복식의 건축적 측면을 

통해 전개되므로 욜리 디자인의 건축적 특성은 노, 

마디즘을 표현 및 전달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의복을 통해 공간을 창출한다는 관점에서 디자인  

에 접근하는 패션 디자인은 종종 건축에 비교된다. 

과의 인터뷰에서 욜Steele(as cited in Major, 2003)

리는 패션과 건축의 관계에 관해 패션과 건축은 모, 

두 공간에서의 몸을 둘러싼다고 하면서 물론 복식, 

도 설계에 의한 것이지만 건축은 더 복잡한 디자인 

분야이며 건물을 짓기 위한 설계에는 복식 디자이너

에게 요구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기술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욜리는 복식은 건축보다 몸에 더 밀접하므. 

로 친밀한 건축 이라 할 수 ‘ (intimate architecture)’

있다고 언급하였다 다시 말해 욜리 탱에게 건축은 . , 

중요한 영감의 원천이다 욜리는 건축의 방식 구조. , 

상의 특성 다양한 건축의 개념을 연구하여 이를 자, 

신의 컬렉션에 반영한다 욜리 디자인의 복식과 건. 

축의 연계성은 의 년 M.I.T. 1982 Intimate 

Architecture: Contemporary Clothing Design 전시

와 말레이시아 건축가인 켄 얭 의 작품(Ken Yeang)

과 함께 베를린의 갤러리에서 년에 개Aedes 1998

최된 Energetics: Clothes and Enclosures 등의 전

시에서 인정된 바 있다 욜리는 건축가 켄 얭의 건. 

축방식을 참고했다고 한 바 있다. Energetics: 

Clothes and Enclosures 전시는 인체를 고려한 공 

간적 인식을 하는 건축과 패션의 공통된 비전을 제

시하였다 얭의 건축은 인간이 고층건물로부터 거리. 

를 두게 하기보다는 도시풍경과 인간을 통합하도록 

하는 디자인 방식으로 잘 알려져 있다 욜리 디자인. 

의 층위를 이루는 구성은 얭의 건축에서와 같이 단

열처리를 통해 몸을 둘러싼 열의 순환이라는 생물기

후를 고려한 것이다 욜리와 얭은 모(Quinn, 2003). 

두 몸을 둘러싼 기후 생태계를 창조함으로써 몸의 

경계를 계획한다 얭의 건물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 . 

조절이 가능한 패널로 이루어진 시스템으로 구성된

다 예를 들어 얭의 . Shanghai Armoury 

는 건물의 외관을 순환하는 이중의 Tower(Figure 1)

외피로 설비되어 있다 캔 얭이 기후에 적응하기 위. 

해 서로 다른 재료로 건물의 층을 구성하는 것과 같

이 욜리 의복의 층은 관습적인 레이어링보다는 단, 

의 사용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체열과 공기(tier)

층을 효과적으로 순환시킨다 욜리 디자인의 단순성. 

은 얭의 복잡한 건축 디자인과는 대조를 이루나 이, 

들의 디자인은 패션과 건축이라는 두 분야의 미학이 

공생관계에 있음을 시사한다(Quinn, 2003). 

은 욜리가 공간과 몸과 의복에 관한   Martin(1998a)

비평적 담론을 위해 과장을 삼가는 몇 안 되는 디자

이너 중 하나라고 언급한 바 있다 욜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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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hanghai Armoury Tower

-www.flicker.com

새로운 버나드 루도프스키‘ (Bernard Rudofsky)’ 

라고 일컬어지기도 했다 루도프스키(Major, 2003) . 

는 세기 건축과 디자인에서 핵심적인 인물이다20 . 

루도프스키는 세상에 대한 관찰에서 출발하는 상식

적이고도 비범한 아름다움의 주창자로 건축과 디자, 

인에 대한 이해를 고양시키기 위해 대중에게 호기심

과 관찰력을 가질 것을 강조했다 년대와 . 1950 1960

년대에 의 큐레이터Museum of Modern Art(MoMa)

였던 루도프스키는 건물에서 샌들에 이르기까지 다

양한 디자인을 했다 유명한 은 고. Bernardo Sandal

대 로마에서 영감을 받은 루도프스키의 디자인으로, 

년대에 뉴욕의 패드 였다 또한 그가 기획1950 (fad) . 

한 년의 1964 Architecture Without Architects와 

년의 1944-5 Are Clothes Modern?는 영향력 있는 

전시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후자의 전시에서 루도. 

프스키는 당시 패션의 불합리함과 구속을 비판하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지속적인 미를 강조하였다 이러. 

한 점에서 루도프스키의 철학과 욜리의 디자인 미학

에는 공통점이 있으며 문화인류학의 차원에서 복식, 

에 대한 통찰력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욜리는 새로

운 루도프스키라 할 수 있다.

욜리 디자인에 표현된 노마디즘 . Ⅲ

특성

본 장에서는 이상에서 고찰한 욜리 디자인에 나타  

나는 주요한 특성인 건축적 패션을 통해 구축하는 

노마디즘의 개념을 바탕으로 욜리 디자인에 나타나, 

는 노마디즘의 특성을 모듈과 레이어링 및 조직적인 

착장의 체계인 모듈러 시스템 웨어러블 스트럭처로, 

서의 유기적 기하학 신소재의 사용과 구조적 장식, 

을 통한 기능주의 그리고 및 유, One-size-fits-all 

니섹스 사이즈 체계와 제로 웨이스트(Zero-waste)

를 통한 환원주의로 분류하여 분석하겠다.

모듈러 시스템  1. (Modular system)

은 미래에 디자이너들은 구입 및 착  Martin(1998b)

용이 일 년 내내 가능한 제 계절‘ 5 (the fifth 

을 위한 의복을 소개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season)’

있다 세기에 접어들어 연중 내내 착용하는 의복. 21

은 사계절 구분을 넘어서는 또 하나의 효용가치를 

제공한다 이는 욜리의 디자인을 설명하는 것으로. , 

욜리의 디자인은 사계절뿐 아니라 현대 도시생활을 

위해 온도가 조절된 실내기후인 제 계절 에서도 ‘ 5 ’

기능할 수 있는 의복이다 이와 같이 일 년 내내 입. 

을 수 있는 의복 외에도 한 가지 의복을 최대한 활, 

용하도록 고안하는 것 또한 욜리 디자인의 경제성의 

요소이다 욜리의 디자인은 가끔 혹은 하루 중 특정. 

한 시간대에만 입을 수 있는 의복이 아니라 착용자

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의복이다 따라서 욜리의 . 

디자인은 데이웨어나 이브닝웨어로 국한되기보다는 

착용자의 하루를 함께하는 최대한의 유용성을 충족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욜리는 남성복과 액티브웨어. 

에 흔히 적용되는 원리를 여성복 디자인에 적용한다

이렇게 욜리는 남성복의 기능주의를 (Quinn, 2003). 

구현하여 유용성을 강화하여 낮과 밤에 모두 입을 , 

수 있으면서 격식을 표현하면서도 일상의 요구에 , 

부응하는 의복을 추구한다. 

욜리의 디자인은 도시 환경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  

며 착용자에게 다용도의 기능을 제공하도록 고안되, 

어 하나의 착장으로 하루의 다양한 상황에 적합하, 

도록 고안하는 스포츠웨어 의 원리에 충(sportswear)

실하다 스포츠웨어란 상호교차 조합이 가능한 의복 . 

아이템으로 구성되어 완성된 룩으로 연출하기 용이

한 패션 디자인 시스템을 의미한다 스포츠웨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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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 착용의 조합 시스템을 활용하면 상황변화와 온

도조절의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다 욜리는 세퍼. 

레이트 와 레이어링 에 근거한 복(separate) (layering)

식 착용의 모듈러 시스템(modular system)(Bolton, 

을 추구한다 욜리의 디자인은 규격화된 부품2002) . 

을 조립하여 만들 수 있는 모듈식이다 욜리는 의복. 

을 사람이 건축보다 더 밀접하게 거주하는 모듈러 

시스템이자 최초의 거처로 인식한다(Martin, 1998a).  

욜리는 레이어링을 통해서 착용자가 거리에서부터   

지하철이나 실내의 인위적으로 조절되는 환경으로 

이어지는 도시에서의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게 

한다 레이어링은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의복을 겹쳐 . 

입도록 구성된다 년 컬렉션은 여러 가지 . 2000 S/S 

조합을 만들어내는 캔버스 저지 실크 자카드 소재, , 

의 세퍼레이트로 구성되었다 년 컬렉션에. 2001 S/S 

서는 번거롭게 착장을 바꿀 필요 없이 사무실과 고‘

급 레스토랑에서 모두 착용 가능한’(Bolton, 2002) 

레이어링의 개념을 발전시켰다 욜리는 드레스 다운. 

해야 하는 상황과 드레스 업(dress-down)

해야 하는 상황에서 모두 착용 가능한 (dress-up)

다기능 혹은 만능 의복을 추구한다‘ ’ ‘ ’ . 

이와 같이 욜리는 의복을 모듈러 시스템으로 간주  

하며 모듈성 은 욜리의 디(modularity)(Quinn, 2003)

자인 사고의 중심 원리이다 욜리의 미니멀한 디자. 

인은 개인적인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상호 교환가능

하고 레이어링되는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즉 욜리. , 

의 컬렉션은 세퍼레이트로 구성되어 각 의복 아이템

의 유용성을 최대화하며 하나의 디자인이 여러 가지 

룩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획된다 따라서 욜리의 컬. 

렉션에는 세퍼레이트로 기능하거나 조합되어 서로 

다른 룩을 만들어내는 여러 개의 코어 디자인(core) 

이 포함된다. 

욜리 디자인의 모듈과 레이어링과 조직적인 착장  

의 체계는 노마디즘을 표현하는 핵심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욜리의 모듈러 시스템은 도시 환경에 . 

적합하게 기능하고 이동이 많은 현대 도시인에게 , 

다용도의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유기적 기하학  2. (Organic geometry): 

웨어러블 스트럭쳐    (Wearable structure)

관습적인 방식으로 제작되는 의복은 몸의 형태를   

따르거나 체형을 보완하기 위해 여러 조각의 패턴으

로 재단된 후 조합 및 봉제되므로 기하학적 형태가 , 

나타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Hodge et al., 

그러나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소재의 사2006). 

용에 관심을 가져온 욜리는 정확한 기하학적인 형태

에 대한 탐구를 심화하여 퍼즐 조각과 같이 재조합

되는 의복을 디자인한다 이렇게 구성된 욜리의 디. 

자인은 몸 위에 착용되면 중력에 의해 늘어지면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를 띠게 되므로 평면상태의 기하

학적 구조는 사라지게 된다. 

욜리의 디자인은 갑옷과 같이 몸과 공간을 두고   

디자인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하학적 구조가 변경되

면서 개개인의 몸의 표현성을 드러낸다 특히 파. ( )波

형과 호 형 곡선의 사용은 시즌마다 다양한 구조( )弧

에서 나타난다 욜리는 점 막대기 수직선 초승달 . , , , 

모양 삼각형과 직사각형 등의 추상적 형을 탐구하, 

여 장식적이면서도 실용적인 목적으로 활용해왔다. 

욜리는 형태를 만들기 위해 기하학적 구조를 사용한

다는 측면에서 건축가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욜리의 디자인은 일종의 구조적인 외피(structural 

라 할 수 있다skin) . 

욜리의 미니멀리즘은 단순히 감산 과 순수성  ( )減産

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의 과정을 볼륨 기능, , 

비례의 기본적인 개념으로 환원하여 의복 자체의 건

축에 도달하는 것이다 욜리는 건축가가 건축 프로. 

젝트에 접근할 때 중시하는 것과 동일한 사항을 고

려하면서 몸을 둘러싸는 유동적인 구조를 설계한다. 

욜리는 종이에 스케치하거나 드레스폼에 드레이핑하

지 않고 삼차원의 비율을 상상하면서 이차원적인 , 

기하학적 구조를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디

자인한다 건물이 거주자의 움직임에 (Quinn, 2002). 

의해 활력을 가지듯 의복은 착용자의 몸에 의해 동, 

적인 독립체의 부분이 된다 욜리는 평면패턴 제작. 

방식을 통한 이차원성으로 드레이핑에 접근하는데, 

본질적으로 이차원적인 원단의 특징을 활용하면서도 

유기적 기하학의 추구를 통해 이를 극복한다.

패션의 역동적인 본질은 의복을 착용한 몸이 움직  

인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패션과 건축이 모두 인. 

체공학과 연관이 있지만 인체의 근감각적, ( , 筋感覺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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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특성을 고려하여 디자인하는 것은 건kinesthetic)

축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욜리는 몸(Quinn, 2003). 

의 삼차원성을 중요시하여 몸의 지형, (topography)

을 기반으로 하여 소재의 면을 구성하면서 기하학적 

형과 면을 교묘하게 배열하여 착용하기 쉽게 구성한

다 욜리는 때로는 몸을 인식하고 때로는 몸으로부. 

터 멀어지면서 몸의 구조에 기초하여 기술적인 문제

를 해결한다 욜리 디자인의 평면의 기하하적 구조. 

는 몸과 맞물려 유연한 형태로 변형되어 예상 밖의 

삼차원의 형으로 표현되므로 일종의 착용 가능한 , 

구조를 지닌 거처라고 하겠다. 

이러한 유기적인 기하학의 특성은 욜리가 휴대용   

건축 이라는 측(portable architecture)(Quinn, 2002)

면에서 의복에 접근하는 방식과 일맥상통한다 앞서 . 

언급했듯이 이러한 맥락에서 욜리는 자신의 디자인

을 친밀한 건축‘ (Intimate Architecture)’(Szabo, 

이라 설명하기도 했다1999) . Sidlauskas(as cited in 

는 욜리가 건물이 아닌 의복을 매체로 Major, 2003)

작업하는 건축가라고 하면서 욜리의 디자인을 웨어‘

러블 스트럭쳐 라고 일컬었다(wearable structure)’ . 

즉 몸에 거처를 제공할 뿐 아니라 몸 주위의 공간, 

을 정의한다는 것이다 또한 . Antonelli(as cited in 

는Major, 2003)  욜리의 디자인 의 예를 들(Figure 2)

어 욜리의 패턴과 건축 설계도에는 별 차이가 없다

고 보았다.

Figure 2. Sarong Skirt and Its Pattern, 2001 F/W 

-Yeohlee: Work, pp.45-46 

이와 같이 욜리는 유기적 기하학의 원리를 통해   

의복의 구성과 제작에 관한 직접적인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혁신적이고 독창적인 디자인을 한다. 

와의 대화에서 욜리Koda(as cited in Major, 2003)

는 드레스메이킹과 테일러링 방식 외에 소재 자체의 

특성의 표현이라는 제 의 요소를 도입한다고 했다3 . 

욜리는 서로 다른 모양으로 중력에 반응하는 소재의 

물질적 특성을 디자인의 요소로 활용하며 드레이핑, 

을 하든 테일러링을 하든 소재의 특성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한다 일반적으로 드레스메이킹과 테일러. 

링 과정에는 패턴 수정의 단계가 필요한데 이는 욜, 

리의 디자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욜리가 . 

패턴메이킹의 원리를 고수하는 전통적인 유럽의 방

식을 거부하고 유기적인 구성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욜리의 디자인에 표현된 노마디즘에서  

는 몸과 의복 사이의 공생적 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기하학적 패턴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년 . 1992 S/S 

컬렉션에서 발표한 양면 실크 새틴 소재의 Shelly, 

Keats, Byron 드레스는 기하학을 디자인의 원천으로 

삼아 개발되었고 년 컬렉션의 실크 오간, 2004 S/S 

자 소재의 스커트는 점차 커지는 사각형의 패턴의 

층으로 구성되었다 이 스커트를 편평하게 놓으면 . 

기하형태의 선명한 윤곽이 명확해지나 몸에 착용되

었을 때는 부드러운 주름을 만들며 늘어진다(Figure 

나아가 욜리는 원형의 기하학적 구조를 이용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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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일종의 트랜스포머(transformer)(Mears, 2009) 

스커트를 만들었다 검정색의 두 개 동일한 크기의 . 

원형 패턴을 겹쳐 내부의 원에서 방사상으로 뻗은 

두 개의 솔기는 골반에 걸쳐지게 하고 솔기를 부분

적으로 봉제하지 않고 남겨두어 손이 들어갈 수 있

게 하였다 착용자는 이 두 겹의 스커트의 윗부분을 . 

접어서 들어 올려 자신을 감싸 망토와 같이 활용할 

수 있다(Figure 4). 

또한 욜리는 호와 타원을 변형가능한 방식으로 사  

용하였다 년 컬렉션에 선보인 회색 울 소. 2007 F/W 

재의 타원형의 재킷인 Ovoid Jacket 은 두 (Figure 5)

장의 커다란 타원형 패턴의 두 면 중 한 쪽만을 봉

제하여 만든 것이다 두 장의 천 중 (Mears, 2009). 

하나는 재킷의 아랫부분을 형성하며 여기에 두 장의 

소매가 연결된다 위의 타원은 착용되어 커다란 칼. 

라를 만드는데 이 칼라는 착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접을 수 있다 이와 비슷한 구성방식의 재킷이 . 2008

년 컬렉션에서도 등장했다 년 (Figure 6). 2009 F/W 

컬렉션에서는 캐스케이드를 이루는 삼각형의 패턴으

로 구성된 흰색 에나멜가죽 코트 긴 사롱 스커트, , 

양면 울과 앙고라 소재의 케이프를 선보였다. 

욜리는 복식을 통한 노마디즘의 구현에 있어서 유  

기적인 기하학을 통한 건축적 접근방식으로 의복의 

구성과 제작뿐 아니라 구조와 장식에 있어서도 실용

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Figure 3. 2004 F/W 

www.firstiviewkorea.com–

Figure 4. 2005 F/W 

–Skin+Bones, p.204 

Figure 5. Ovoid Jacket, 

2007 F/W 

-American Beauty, p.77 

Figure 6. 2008 F/W 

-www.firstviewkorea.com

기능주의  3. (Functionalism)

욜리는 형태의 추상성을 넘어 기능의 불변성과 보  

편주의를 추구한다 욜리는 패션을 (Martin, 1998a). 

기능이 부가된 예술이라 하면서 패션은 의복으로 , 

기능할 때만 예술 형태로 볼 수 있다고 했다(Major, 

기능주의 패션의 권위자인 욜리의 디자인의 2003). 

원칙은 기능과 재료의 경제적 사용이라 할 수 있다. 

기능성을 암시하는 욜리의 디자인은 미국 디자인   

전통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욜리는 클래어 맥카델. 

에서 바니 캐쉰(Claire McCardell) (Bonnie Cashin)

에 이르는 미국 패션 디자인의 실용주의 전통을 이

어나가고 있다 욜리의 디자인에는 경제성 단순성. ' , , 

실용성과 다기능성 이라는 스포츠웨'(Bolton, 2002)

어의 원칙이 모두 내포되어 있다 묶기와 레이어링. , 

커다란 포켓의 사용 흥미로운 여밈 방식 남성복의 , , 

기능성 등은 욜리의 디자인에서 되풀이되는 특징이

다 욜리는 현대 여성의 요구에 합리적으로 부응하. 

는 실용적이고 유용한 의복에 관심을 갖는다. 

욜리는 건축가가 건물을 계획할 때와 같은 방식으  

로 유동적인 구조를 제작하지만 욜리의 기능성의 , 

표현은 일반적으로 기능적 의복을 대변하는 볼품없

는 유니섹스 의복과는 크게 다르다 욜리는 스타일. 

과 실용성은 서로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하였다

편안하고 기능적인 의복은 착용자에(Major,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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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자신의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욜리는 몸의 윤곽에 대한 이해를 바. 

탕으로 의복을 재단하여 여성적인 형태를 구현함으

로써 의복이 실용성을 추구하면서도 스타일의 감각 

또한 드러낼 수 있다고 보았다. 

욜리 디자인에서 기능주의는 노마디즘의 구현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접근방식으로 착용자의 일상생, 

활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신소재의 사용과 인체공학

적 의복구성 그리고,  의복의 구조 자체를 장식으로 

이용하는 구조적 장식으로 고찰할 수 있다. 

신소재의 사용과 인체공학적 의복설계  1) 

욜리는 디자인의 기능성을 달성하기 위해 소재의   

물성을 변화확장시키고 신소재 테크놀로지를 적극․
적으로 활용한다 욜리는 천연 섬유와 합성 섬유의 . 

혼방 소재뿐 아니라 테플론 으로 코팅된 (Teflon®)

면 텍텔 라이크라 기계세탁이 가능, (Tactel), (Lycra), 

한 폴리에스터 등의 하이테크의 기능적 소재를 사용

한다.

욜리는 모듈과 레이어링의 방식으로 컬렉션을 구  

성하고 기후조절과 환경변화를 위한 디자인으로 컬

Figure 7. Laminated Wool 

Popova Cape, 1999 F/W 

-Supermodern Wardrobe p.107 

Figure 8. 1999 S/S 

-Yeohlee: Work, p.217 

 

Figure 9. 1996 S/S  

-Yeohlee: Work p.189

렉션을 편성하면서 테플론 폴리우레탄 나일론과 , , , 

폴리에스터 등의 고기능 소재를 사용하여 착용자의 

일상생활의 요구를 충족시킨다 궂은 날씨로부터 착. 

용자를 보호하는 기능은 욜리 디자인의 기본적인 관

심사로 욜리는 실크와 면을 폴리우레탄으로 코팅하, 

는 등 방수와 방풍의 기능을 갖추면서도 통풍이 잘

되도록 하는 기술적으로 진보된 소재와 마감 테크닉

을 사용해왔다 년 컬렉션은 냉난방 조절. 1999 F/W ‘

이 되는 라미네이트 된 (air-conditioned)’ (laminate)

울 소재의 코트 재킷 드레스 스커트 팬츠로 구성, , , , 

되었다 라미네이트 소재의 코팅된 막에는 신축성. , 

유연한 핸드 방수 습기 방출 기능이 있다(hand), , 

이와 같이 욜리는 기술적(Bolton, 2002)(Figure 7). 

으로 진보된 소재가공 테크닉을 적극 활용하는데, 

흰색 면 캔버스 소재의 재킷은 테플론으로 가공되어 

얼룩을 방지한다(Figure 8). 

이미 년대부터 욜리는 신체의 움직임을 용이  1980

하게 하는 신축성 있는 고기능 소재를 사용해왔다. 

년 컬렉션에서는 신축성 있는 면 소재의 1996 S/S 

재킷 비스코스 와 엘라스테인 소, (viscose) (elastane) 

재의 팬츠 그리고 아세테이트 폴리아미드, (acetate 

와 라이크라 혼방 새틴 소재의 드레스polyam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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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선보였다 또한 욜리(Bolton, 2002)(Figure 9). 

는 년 컬렉션을 위해 미국의 세탁용 세제 2000 S/S 

브랜드인 와 협업하여 기계 세탁이 가능한 Woolite

가벼운 울 소재를 개발하여 고급스러운 매트 저지, 

이브닝드레스를 기계세탁이 가능하도(matte jersey) 

록 제작하였다 이와 같이 욜리의 디자인은 기능주. 

의의 원칙에 기반을 두며 의복 디자인에서의 현대 , 

기술의 적용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이를 발전시키고

자 한다.

신소재의 사용 외에도 끊임없는 혁신적인 구성법  

에 대한 실험을 통해 욜리는 착용자를 편안하게 하

고 움직임을 용이하게 하는 방식을 탐구한다 의복. 

구성에 있어서 옆 솔기의 이동을 통해 움직임을 자

유롭게 하거나 솔기를 구성함에 있어 사이드 플리, 

츠나 슬릿 대신에 인셋 을 사용하여 움직임을 (inset)

더 편하게 한다 년 컬렉션에서는 의복 옆. 1999 S/S 

선의 플리츠나 슬릿 대신에 인셋을 삽입하였고, 

년 컬렉션에서는 밑단에 지느러미 모양의 삼각2000

형의 인셋을 덧붙였다 이러한 요소는 단순히 의복. 

에서 신체의 움직임을 용이하게 하는 것뿐 아니라, 

사회 공간에서 의복을 착용한 몸의 움직임을 원활하

게 하기 위한 것이다. 

와의 대화에서 욜  Koda(as cited in Major, 2003)

리는 자신의 디자인의 과정이나 탐구가 최종목적을 '

압도하지 않도록 한다 고 했다 몸에서 형태를 취하' . 

는 욜리의 디자인은 몸과 융합되어 움직이는 단일체

가 된다 욜리는 의복이 어떻게 착용자의 자세 걸. , 

음걸이 제스처에 영향을 주는지에 관심을 가진다고 , 

언급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폭이 좁은 스커트의 . 

슬릿의 위치와 길이와 겹치는 정도에 따라 착용자의 

기분과 움직임이 좌우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욜. 

리는 인체공학적인 측면에서 디자인에 접근함으로써 

기능성을 추구한다. 

구조적 장식  2) 

욜리는 표면장식을 삼가고 의복의 구조 자체를 장  

식으로 이용한다 비오네 와 마. (Madeleine Vionnet)

찬가지로 욜리는 장식은 구성에 내재하는 것이며 구

성에 의해 정당화될 때만 존재가능하다고 본다

욜리에게 장식은 장식적인 동시에 (Major, 2003). 

실용적인 목적에 의한 것이다 욜리의 디자인은 로. 

드첸코 의 구성주의(Alexander Rodchenko)

의 비전과 같이 장식적 요소를 배(Constructivism)

제하고 테크닉과 구성을 패션 디자인에 통합시킨다. 

구조적 장식이라는 기능적 미학은 욜리의 데이웨  

어와 이브닝웨어 모두에서 나타난다 년 . 1999 F/W 

컬렉션의 이브닝 스커트와 드레스의 장식적 디테일

을 살펴보면 옆솔기와 다트를 치환함으로써 이루어

진 것을 알 수 있다 한 면은 브론즈 색이고 다른 . 

면은 백랍 색인 양면 소재의 특성을 활용하여 욜리

는 그래픽하고 대담한 부조 형태를 통해 장식적 효

과를 강조하였다(Figure 10).

특히 포켓은 욜리의 디자인 과정에서 중요한 고려  

의 대상이다 예를 들어 단순하고 엄격한 실루엣의 . , 

체크 코트는 내부에 페플럼 과 자유롭게 움(peplum)

직이는 포켓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Figure 11). 

욜리는 착용자만이 즐길 수 있는 비밀스럽고 정제된 

디자인 요소에 관심을 가져왔다 욜리는 단순하면서. 

도 실용적인 포켓 시스템을 개발하여 의복의 수납공

간을 고려하였다 년 컬렉션에서 발표한 . 1999 F/W 

코트에는 권총지갑과 끈이 결합된 모양의 홀스터 ‘

포켓 이 의복과 분리된 (holster pocket)'(Figure 12)

상태로 달려 있는데 이는 여밈의 기능도 한다 이 . 

포켓은 세기와 세기의 후프 스커트 아래에 허17 18

리부분에 착용했던 포켓과 유사점을 보인다 같은 . 

컬렉션에서 선보인 팬츠의 두 검정색 사각형은 장식

적이면서도 캥거루 포켓 으로 기(kangaroo pocket)

능한다 카키색 개버딘 팬츠의 검정색 망치 모양의 . 

디테일은 포켓의 기능도 갖추고 있다 이(Figure 13). 

와 같이 솔기는 장식과 기능의 목적으로 사용되어 

모든 디자인 디테일은 구성으로 승화된다 이와 비. 

슷하게 년 컬렉션에서는 레인코트의 포켓, 2000 S/S 

에 손을 넣으면 코트 아래에 착용한 의복의 포켓에 

닿을 수 있도록 고안된 을 선보였는‘mitten pocket'

데 이 포켓은 도난 방지의 기능도 한다, . 

포켓 디자인 외에도 욜리는 착용자의 정체성을 감  

추면서도 안전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다양한 후드 디

자인을 개발하였다 예를 들어 년 컬렉션. , 2000 F/W 

의 흑백의 소용돌이 모양의 스커트인 Fil Cou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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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1999 F/W 

-Yeohlee: Work, p.199 

Figure 11. 1999 F/W 

-Yeohlee: Work, p.194 

Figure 12. Holster pocket, 

1999 F/W 

-Yeohlee: Work, p.34 

Figure 13. 1999 F/W 

-Fashion of Architecture, p.116 

Figure 14. Fil Coupe, 2000 F/W 

-Yeohlee: Work, p.215

는 망토로 변형된다 욜리의 디자인에서(Figure 14) . 

는 몸과 의복의 상호의존성뿐 아니라 변형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소용돌이치는 스커트는 . 

들어 올리면 우아한 드레이프 숄이 된다 이를 발전. 

시켜 년 컬렉션에서는 엉덩이에 고정되어 2001 F/W 

머리와 어깨를 덮는 담요 모양의 코트를 비롯한 다

양한 후드 달린 케이프와 코트와 함께 머리 덮개의 

구실을 하는 카울 스카프와 숄을 소개했다(cowl), . 

또한 두 겹으로 구성된 스커트 디자인에서는 스커트

의 뒷 패널이 머리 위로 숄의 형태로 연장되어 착용

자에게 보호막을 제공하기도 한다. 

년 컬렉션에서 욜리는 기본으로 돌아가  2007 F/W '

자 의 절제미를 추구하는 접근방식(back to basics)'

을 택하였다 이 컬렉션에서 욜리는 후드로 변형되. 

는 칼라 몸과 조화를 이루는 솔기 그리고 소재의 , ,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는 디자인을 선보였는데 특히 , 

최소한의 절개와 구성으로 형태와 기능을 추구하였

다 욜리는 또한 가슴 다트와 옆 솔기를 합쳐 불필. 

요한 절개를 삼가는 등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색다

른 방법을 택함으로써 관습적인 재단 방식을 개선한

다. 

욜리 디자인에 일관되게 표현되는 구조적 장식 또  

는 기능적 장식 나아가 다기능의 특성은 현대인의 , 

유목민적인 라이프스타일에 적합한 기능주의적 요소

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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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원주의  4. (Reductionism)

욜리의 디자인은 장식을 추가하지 않는 환원적이  

고 엄격한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욜리의 디자인 . 

사고는 본질적으로 환원주의적이다 환원주의. 

는 아무리 복잡한 현상도 결국은 작(reductionism)

은 단위로 나누어서 환원해 보면 진상은 간결하고 

선명하게 된다는 주장으로 원상 을 , (atom, element)

절대 로 보며 일체의 현실을 원상으로 되돌리( )絶大

고자 하여 우리가 사는 세계를 미시세계(micro- 

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대세계world)

로 본다(macro-world) (Choi, 1995). 

욜리는 노마디즘을 구현함에 있어 모든 것을 가장   

본질적인 수준으로 환원하는 환원적인 접근을 취했

는데 이는 앞서 고찰한 유기적 기하학과 기능주의를 

실천하는 바탕이 되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욜리의 . 

디자인은 미니멀하기보다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표

현이라 할 수 있다 욜리는 과 유. One-size-fits-all

니섹스 사이즈 체계와 의 구성(unisex) Zero-waste

방식으로 디자인 아이디어를 가장 축약된 형태로 표

현하고자 한다.

과 유니섹스 사이즈 체계  1) One-size-fits-all

욜리의 디자인은 건축가가 모든   One-size-fits-all 

사이즈의 사람을 수용하게 방을 디자인하는 것과

Figure 15. One-Size-Fits-All Cape, 1982

-Yeohlee: Work, p.22

Figure 16. 1998 F/W 

-Yeohlee: Work, p.33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경제적 감각에 근거하여 . 

욜리는 케이프를 디자인하였는데One-size-fits-all 

욜리는 년에 제작한 이 케이프의 (Figure 15), 1982

원리를 발전시켜 년 컬렉션에는 다양한 1998 F/W 

드레스를 선보였다One-size-fits-all (Figure 16). 

노마디즘의 표현을 위해 환원주의를 구현함에 있어 

의 원칙은 욜리 디자인의 핵심이One-size-fits-all

다. 

욜리 브랜드는 총 개 사이즈를 생산하는데 여성  8 , 

복은 로 구성되고 남성petite, small, medium, large

복은 로 구성된small, medium, large, extra-large

다 그러나 여성복의 은 남성복의 과. medium small , 

여성복의 는 남성복의 과 사이즈가 동large medium

일하므로 실제로는 총 개의 사이즈가 생산되는 것6

이다 욜리는 남성복과 여성복의 차이를 강조하기보. 

다는 공통점에 주목하여 패턴이나 소재에 수정을 , 

가하지 않고 남성과 여성을 위한 동일한 스타일을 

창조해내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욜리의 컬렉션. 

에서는 여성복보다는 남성복에 연관된 특징을 자주 

찾아볼 수 있으며 그 스타일링 방식도 여성복보다, 

는 남성복에 가까운 경우가 많다.

제로 웨이스트  2) (Zero-waste)

욜리는 와의 대화   Koda(as cited in Major, 2003)

에서 자신은 서구 전통이냐 동양 전통이냐에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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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는 것이 아니라 한 장의 천' (a piece of cloth)'

에 집중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의복소재의 경제적. 

인 사용으로 소재의 낭비를 삼가는 욜리는 한 장의 

천에 타이 매듭 커프스 허리밴드와 라펠 등을 포, , , 

함시켜 모든 패턴을 남는 천 조각이 거의 없도록 재

단한다 재단을 최소화하여 주어진 소재를 사용하여 . 

원단의 낭비를 최소화하는 욜리의 디자인 개념은 

로 표현할 수 있다 욜리의 경제 감각'Zero-waste' . 

은 값비싼 쿠튀르 소재의 사용에서 비롯된 것으로, 

욜리는 이에 대해 값비싼 쿠튀르 소재는 나의 예산“

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것이므로 이를 최대한으로 사

용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as cited in 

고 하면서 그 실용적 측면을 강조했다Major, 2003) . 

복식사를 살펴보면 고대복식에서는 원단을 재단하  

지 않고 길이방향으로 사용하였다 한 벌의 의복에 . 

사용되는 소재의 정확한 양에 맞추어 원단을 집에서 

직조하였으므로 낭비되는 천이 없었다 소재자체가 . 

의복이 되었던 것이다 또한 인간의 몸에 맞추려는 . 

의도가 없었으므로 솔기 밑단 다트가 필요치 않았, , 

다 불과 년 간격으로 출간된 (Rudofsky, 1984). 5

의 패턴 책은 동양과 서양의 차이점을 (Figure 17)

보여준다 좌측의 일본의 패턴 설명서인 . How to 

Cut Silk 는 최고의 경제성을 추구하는 의복(1764)

구성의 이성적인 접근방식을 알려주고 있는 반면, 

The Art du Tailleur 는 소재를 조각내는 방식(1769)

Figure 17. The Difference Between Western and Eastern 

Clothing Patterns

-The Unfashionable Human Body, p.152.

Figure 18. Zero-Waste Cape, 1982

-Yeohlee: Work, p.8

으로 원단의 낭비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Rudofsky, 1984).

년대부터 욜리는 를 실천해왔는  1980 Zero-waste

데 의 케이프는 한 장의 천을 남김없이 , (Figure 18)

사용하여 구성된 것이었다 인치 폭의 소재를 낭. 60

비가 없이 그대로 사용한 야드의 길이의 이 포3.25 

플린 케이프는 의 개념으로 제작된 것으로 one-size

년부터 모든 욜리의 컬렉션에 등장하고 있다1982

패션에서의 모더니티 표현의 대표적(Major, 2003). 

인 디자이너인 욜리는 이 케이프 디자인 하나로 초

기에 상업적인 성과와 평단에서의 성공을 거두었다. 

욜리는 사진작가 매플소프 가 (Robert Mapplethorpe)

년에 찍은 이 케이프 사진으로 인해 알려지기 1982

시작하였던 것이다. 

욜리의 년 컬렉션은 소재의 사용을 극  1988 F/W 

대화하고 낭비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하는 구성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이는 욜리 디자인의 본질을 적, 

극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욜리는 아이. 

디어를 현실화하는데 있어 현실적인 제한과 타협을 

오히려 더 흥미롭고 아름답게 전환시켰다 다시 말. 

해 소재의 경제적 활용은 재정적인 측면뿐 아니라 

디자인의 측면에서 비롯된 것으로 스스로 구조상의 , 

문제 또는 제한조건을 정해 새로운 구조적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년 컬렉션의 알파카 재킷도 . 1998 F/W 

이러한 아이디어로 구성한 것이다 욜리(Figure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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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1998 F/W 

-American Beauty, p.42 

Figure 20. 2009 F/W 

-www.firstviewkorea.com

는 사각형의 천에서 출발하여 긴 소매의 엉덩이 길

이의 재킷 앞여밈과 커다란 포켓을 모두 재단하였, 

고 남는 천의 양은 한 줌 정도로 매우 적었다고 한

다(Mear, 2009).

년 컬렉션에서는 세 개에서 여섯 개의   2009 F/W 

삼각형 일곱 개의 사각형 하나의 직사각형 등으로 , , 

구성된 디자인을 선보였다 이 Zero-waste . Plane 

시리즈의 디자인은 삼각형이나 정사각형의 패턴의 

4-Layer Silk Vorton, 4 -Layer Silk Cascading 

Triangles, 4-Layer Val Sarong 등의 스커트로 구성

되었는데 욜리는 이를 강조하기 위해 런웨이 바닥, 

에 해당 디자인의 윤곽선을 그려 나타내었고(Figure 

패션쇼의 마지막 모델은 네 겹의 사롱 스커트20), 

를 벗어 바닥에 펼쳐 놓아 기하학적 구성을 확실하

게 보여주었다 이는 환경적인 책임을 다하는 디자. 

인임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했다 디자인 소재 제작. , , 

과정에서의 경제성 원칙을 바탕으로 욜리는 년 2009

컬렉션을 의 방식으로 구성하여 한 F/W Zero-waste

조각의 소재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였다 욜리는 각 . 

디자인을 삼각형 정사각형 직사각형의 조각 또는 , , 

이상의 형태의 조합으로 모듈러이고 기능적이며 다

용도로 구성하였다 욜리 디자인의 상징인 미니멀한 . 

젠 미학과 효율을 최우선시하는 철학을 반영하는 컬

렉션이다. 

욜리의 개념은 확장되어 원단의 가장  Zero-waste 

자리에서 가장자리에 이르는 폭을 모두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버려지는 천의 가장자리 부분인 식서(飾

까지 디자인 요소로 활용한다 욜리는 , selvedge) . 緖

이렇게 소재의 가장자리까지 모두 사용하여 소재 사

용에 대한 관습적인 방식을 전복시킨다. Figure 

의 의 기모노 코트는 모든 21,22 One-size-fits-all

식서까지 사용하여 한 패널의 원단의 사용을 최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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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One-Piece Alpaca Coat, 1997 F/W 

-American Beauty, p.51

Figure 22. 2001 S/S 

-Yeohlee: Work, p.42 

한 것으로 잘라내어 버린 부분은 네크라인에서의 , 

절개에만 국한된다 또한 튜브 형태의 . Kain 사롱 스 

커트의 패턴을 보면 욜리가 어떻게 솔기를 이용하여 

튜브 형태를 구성하면서도 그것을 장식의 요소로 사

용하는지를 알 수 있다 한 패턴은 식서를 따라 평. 

행하게 재단되고 다른 한 패턴은 이와 직각이 되게 

푸서로 재단되었고 식서를 밑단과 수직의 솔기에 사

용하였다 한 장의 모헤어 원단으로 재단한 . (mohair) 

원피스 재킷에서도 밑단 처리를 대신하여 식서를 일

반적인 소매부분에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탭 부(tab)

분을 접어서 포켓을 만들었다. 

요약 및 결론. Ⅳ

욜리 탱은 최근의 문화적이고 이론적인 발전을 따  

르기보다는 노마디즘의 추구를 통해 도시사회와 의

복의 관계를 재정의함으로써 변화를 예측하는 패션 

디자이너이다 의 언급과 같이 욜리는 . Quinn(2003)

인체에 대한 개념적 접근과 고찰을 통해 의복과 공

간 인체와 인체계측에 관한 비평적인 담론을 펼친, 

다 욜리의 디자인에는 창작의 이유와 제작의 과정. 

이 의식적으로 표현되는데 트렌드를 따르기보다는 , ‘

트렌드를 이끄는 디자이너 인 욜리는 현대의 삶에 ’

대한 집중적인 분석을 통해 형태와 유용성을 동시에 

성취하는 실험을 해왔다. 

소비자의 착용을 의도하기보다는 매스컴의 보도를   

위한 매우 비실용적인 쇼피스 를 통해 (show piece)

관심을 독차지하려는 디자이너들과는 달리 욜리는 , 

흉내나 모방이 아니라 영감의 원천에서 교훈을 얻어 

내면화시켜 유행하는 실루엣의 지배에 도전하고 의

복 구성의 방식을 혁신하고자 한다 욜리는 패션. ‘

을 따르기보다는 의복 의 원리(fashion)’ ‘ (clothing)’

를 추구하므로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디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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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한다 욜리는 변화하는 욕구로서의 패션을 거부. 

하고 인간의 기본 욕구로서의 의복의 의미를 헤아, 

린다고 할 수 있다 욜리는 몸을 보호하고 움직임을 . 

편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여 몸을 감싸고 수용하는 

의복의 실용적인 측면을 중시하지만 또한 정신적인 

명분을 간과하지 않는다. 

현대인의 주거지는 의복을 착용한 몸이라 할 때  , 

공간을 초월하는 고기동성을 중시하는 욜리의 

의 개념은 유목민과 같은 현대인의 라Urban Nomad

이프스타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욜리 . 

디자인에서 의복은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인체를 보

호하는 확대된 휴대용 공간이며 의복보다는 개인적

인 건축구조로 기능한다 건축적 원리에 따라 욜리. 

는 의복을 도시의 유목민을 감싸고 보호하는 움직이

는 환경으로 해석하여 건축보다 더 친밀한 일차적인 

거처로서의 의복을 통해 공간을 창출한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욜리 디자인에 나타나는 노마  

디즘의 특성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모듈러 시스템. , 

으로 이는 제 계절에서도 기능할 수 있도록 고안, 5 

된 모듈인 세퍼레이트로 상호조합과 레이어링이 가

능한 조직적인 착장의 체계를 뜻한다 둘째 유기적. , 

인 기하학의 특성이 분석되었는데 이는 평면의 기, 

하하적 구조가 착용에 의해 유연한 형태로 변형되어 

삼차원의 형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웨어러블 스트럭, 

처로서의 건축적인 접근방식의 표명이다 셋째 착. , 

용자의 움직임을 고려할 뿐 아니라 기동성을 향상시

키는 기능주의는 신소재의 사용과 인체공학적 의복

구성 그리고 의복의 구조 자체를 장식으로 이용하는 

구조적 장식으로 구현되었다 마지막으로 환원주의. 

는 노마디즘의 구현을 위한 경제적인 방안으로,  

및 유니섹스 사이즈 체계 그리고 One-size-fits-all , 

한 장의 천의 효율적 사용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표현되었다 특히 Zero-waste . 

를 비롯한 욜리의 환원주의적 접근은 환Zero-waste

경을 위한 패션 디자인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바 향후 심도 있는 후속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욜리의 디자인에 표현된 노마디즘을 분석한 결과   

욜리는 전통과 테크놀로지 건축적 기하학과 움직임, 

을 결합함을 알 수 있었다 욜리는 수학적인 정확성. 

과 질서를 통해 관습에 대한 실험과 도전을 추구하

며 노마디즘이라는 디자인 원리를 추구하기 위해 , 

정형화된 소재와 테크닉의 사용을 거부하고 새로운 

방식을 탐구하고 있다. 

욜리의 디자인 과정과 방법론은 의복이라는 장르  

를 초월하여 착용자의 일상에서 의복이 제공하는 미

시적 주거공간을 탐구한다 욜리는 착용자가 자신의 . 

의복으로 자신의 공간을 정의하고 주변 환경과 자신

의 관계를 명확하게 표명하도록 할 뿐 아니라 의복, 

이나 공간을 넘어서 착용자의 자세와 움직임까지 고

려한다 욜리는 몸과 의복의 관계 및 의복을 착용한 . 

몸과 주변 환경의 관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의복, 

이 몸을 덮는 공간을 제공하는 방식에 대해 탐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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