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 fash. bus. Vol. 19, No. 2:182-199, May. 2015                             ISSN 1229-3350(Print)

http://dx.doi.org/10.12940/jfb.2015.19.2.182                          ISSN 2288-1867(Online)

182

Corresponding author: Jean Youn Lee, Tel. +82-70-8269-8296,  Fax. +82-2-742-0188

                      E-mail: leejeanyoun@naver.com

을 활용한 재킷 디자인 연구Dart Manipulation

이 진 윤

홍익대학교 디자인 공예학과

A Study on the Tailored Jacket Design adapting Dart 

Manipulation

Jean Youn Lee 

Dept. of Design & craft, Hongik University

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design a new style jacket by developing patterns with dart 

manipulation, to achieve a tailored jacket which has been familiar to us, but with a more 

creative design. Tailored jackets has been widely worn both by women and men, and used 

to create various fashion styles. Generally the classic design with a basic lapel and collar 

is worn the most, and this shows demonstrates an importance of its design. Giacomo 

Manzu's work of relief art inspired for a creative design of tailored jacke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n the visual properties of the relief sculptures, it was found that an 

omissions of line for cubic effect and dramatized expression give an illusion effect. Based 

on the illusion effect shown in the case of a relief design, it was patterned and designed 

with dart manipulation. Through dart manipulation, the shape of a lapel was designed to 

meet the rear collar, which corresponds to a background plane, by making it like a 

sculpture at the front background pattern. Then it was found through dart manipulation 

could be extensively applied for various designs, as well as used to generate massing. 

Hopefully this creative pattern and design development would be helpful not only in 

diversification of consumer’s needs, but also in the educational field for pattern and 

development of the fashion design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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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 

세기는 디지털 디자인 시대라고 불릴 만큼 다  21 , 

양한 상상의 시대에 살고 있다 프린터로 인해 . 3D 

상상으로만 생각했던 추상적인 그림과 물건을 실제

의 모형으로 재현하는 것이 가능한 현대 사회는 감

성의 시대이며 내용만큼 이나 형식과 외관이 부각, 

되는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에는 소비자. 

의 감성이 더욱 개성화되고 고급화됨에 따라 독창적

이며 시대의 감성과 트렌드 에 맞는 고도로 (Trend)

디자인된 표현력이 요구된다 특히 재킷은 여성의 . 

사회 진출이 보편화되고 출근하는 남녀뿐만 아니라, , 

시상식에 조차 드레스 위에 걸쳐 코디할 만큼 현대

인들에게 필수적인 아이템이기도 하다 테일러드 재. 

킷 디자인은 세기 전후로 여성에게 수용되면서 20

세기에는 일상복으로 널리 착용되고 있다 남녀에 21 . 

구분 없이 애용되고 있는 재킷은 다양한 스타일연출

에 활용되고 있다 그에 비해 테일러드 재킷의 기본 . 

라펠과 칼라의 디자인은 큰 변화 없이 클래식한 디

자인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연구논문에서 . 

테일러드 재킷의 신체 치수와 연관된 연구나 테일러

드 재킷이 체형에 잘 맞추기 위해서 피팅 에 (Fitting)

대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논. 

문의 연구는 우리에게 익숙한 테일러드 재킷의 창의

적인 디자인과 다트 이동을 통한 패턴 개발을 하여 

새로운 스타일의 재킷을 디자인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테일러드 재킷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위  

해서 의 부조 작품에서 영감을 받Giacomo Manzù

아 부조 조각 작품만을 선택하여 시각적 특징에 대

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부조의 시각화된 부분이 테. 

일러드 재킷에 활용된 특징을 사례를 통해 보여주

고 다트 이동을 이용한 부조의 시각화 된 사례 분, 

석한 후 테일러드 재킷의 라펠 디자인을 다트 매니

플레이션하여 디자인하고 패턴화하고자 한다 따라. 

서 본 연구는 테일러드 재킷을 다트 매니플레이션으

로 활용해서 디자인하고 패턴화하는 과정을 보여주

고자 하며 창의적인 디자인과 패턴의 개발로 다양, 

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교육현장과 의류 사

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를 통해 테일러드 재킷  

의 변천과정을 조사하여 재킷의 정의 및 종류를 조

사해 본다 그리고 라펠의 형태에 따른 각각의 테일. 

러드 칼라 명칭과 재킷 여밈과 버튼 수에 따른 표기 

방법을 그림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재킷의 어원을 . 

통해 오늘날의 남성 복식으로 일반화된 일상복을 비

롯해 예복까지 다양한 형태로 테일러드 재킷에 대한 

등장과 특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테일러드 재킷에 관한 선행 연구를 통해 디자인   

및 패턴에 대한 연구 자료를 조사해보고 분석해 본

다 또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독창적인 테일. 

러드 재킷 디자인과 패턴의 개발은 다트 매니플레이

션 을 적용하였다 이탈리아 조각(Dart Manipulation) . 

가인 작품의 문헌 자료 학위논문Giacomo Manzù , , 

학술자료 전문지 인터넷 정보를 통해 부조 조각의 , , 

시각적인 특성을 분석하여 디자인 개발에 영감을 주

고자 했다 부조의 시각적 특징이 표현된 다양한 소. 

재 사례와 더불어 패턴이 시각화된 예를 동시에 살

펴봄으로써 다트 매니플레이션한 테일러드 재킷으로 

독창적인 디자인을 하고자 한다 특히 테일러드 재. 

킷에 핵심요소인 라펠과 칼라 소매와 포켓 등에 다, 

트 매니플레이션을 활용하여 디자인 형성화 및 실제 

패턴이 형상화되는 작업 과정을 제시하고 실물 작품

을 제작하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는 디자인의 영감이 된   Giacomo 

의 작품을 부조작품으로 한정하며 작품에 대Manzù , 

한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시각적인 표현에 중심을 , 

두어 분석하고자 했다 테일러드 재킷의 디자인 및 . 

패턴 제작은 여성복을 중심으로 총 개의 작품을 디5

자인을 했다 개의 디자인은 다트가 이동되는 전 . 5

후의 과정을 보여주며 한 작품은 실제 패턴의 전개, 

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전개하였으며 실물 작품은 2 

작품으로 제작하였다.

일반적 고찰II . 

재킷의 개념과 특징  1. 

재킷은   신사복으로 완성된 상의의 총칭으로서 신, 

사복형 상의에서 볼 수 있는 견고하고 질긴 느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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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만들어진 상의를 말한다 부드러운 여성복을 만. 

드는 것과는 반대의 호칭이지만 최근에는 비 접착 

심지를 사용하는 것 보다 접착 보조 심지들이 많이 

개발되어 사용함으로써 가볍게 만들어지고 있으며, 

디자인 역시도 캐주얼하고 부드러운 형태의 남자 재

킷까지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있다 신사복형 상의를 . 

원형으로 한 상의를 통틀어서 말할 때도 많다 길이. 

는 보통 힙까지 오거나 그보다 짧고 앞 중심이 트, 

였으며 소매는 있으나 풀오버 형식으로 된 것과 소, 

매가 없는 것이라도 재킷이라고 한다(K. Choi, Lee, 

테일러드 재킷 의 조형적 & Nam, 2009). Figure 1

특징은 구성선과 디테일이 남성복의 구조성을 갖고 

있다 어깨는 남성적으로 넓어보이게 하고 남성 가. , 

슴의 부드러운 곡선과 볼륨은 여성적으로 보이지 않

도록 다트 양을 분산하여 라펠의 라인과 평행하도록 

제도하며 허리와 엉덩이의 선도 가능한 곡선으로 , 

보이지 않게 다트 구성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J. 

Jung, 2014).

Figure 1. Tailored Jacket

앞이 트인 형으로는 싱글과 더블이 있으며 대개   

지퍼나 버튼이 달려 있다 팬츠나 (D. Jung, 2011). 

스커트와 코디네이트하여 입거나 블라우스 셔츠 위

에 걸쳐 입기도 하는 다양성 있는 아이템이다 테일. 

러드 칼라는 신사복 칼라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18

세기 프랑스 혁명 이후 처음으로 남성복에 등장하였

다 그러나 지금은 여성 재킷에도 널리 활용되고 있. 

다 길게 이어진 라펠 과 따로 분리된 칼라로 . (Lapel)

구성되어 있고 라펠은 재킷의 앞길과 하나로 이어, 

져 젖혀진 부분을 말하며(H. Lee & Nam, 2003), 

재킷 칼라의 형태는 라펠과 따로 분리된 칼라로 구

성되어 있고 처럼 분류되지만 그것에 관계, Figure 2

없이 신사복 타입의 칼라는 모두 테일러드 칼라라고 

부른다 라펠과 칼라의 이음 부분의 모양 변화에 따. 

라 여러 가지 명칭으로 와 같이 분류된다Figure 2

라펠의 폭은 유행에 따라 바뀌며(Henlen, 1987). , 

라펠 유행에 따라 드레스 셔츠 칼라와 넥타이 폭도 

변하는데 일반적인 라펠 폭은 상의 가슴너비의 반, 

보다 조금 좁다 너치드 라펠은 반드시 싱글. (Single) 

슈트에 사용되는 반면 피크드 라펠, (Peaked Lapel)

은 디너재킷 을 제외하고는 더블(Dinner Jacket)

슈트에만 사용되는 것이 원칙이다(Double) (Figure 

3). 

여성 테일러드 재킷에는 가슴을 중심으로 다트를   

이동하여 입체감을 살리는데 이런 이동을 다트, 

매니플레이션 이라 하며 이를 (Dart) (Manipulation) , 

로 표시한다 량을 패턴에서 처리해 주지 않M.P . M.P

고 다트처럼 박아서 처리해 주는 전제 하에 와 , M.P

다트는 패턴에서 함께 다루어지는 부분이다 다트는 . 

입체적인 인체의 곡선을 표현하는 데 효율적이며 다

트를 이동하거나 분할하여 다양한 디자인을 표현할 

수 있다 앞판은 바스트 포인트 를 중심. (Bust Point)

으로 위치 이동 및 분할 턱 개더 플리츠 등 여러 , , , 

형태로 변형할 수 있다 반면 뒤판은 뒤 견갑골 부. 

분을 중심으로 다트를 활용하면 되는데 앞판의 바, 

스트 포인트처럼 확실하게 돌출되는 부분이 없어 다

트를 이용한 디자인에 한계가 있다 테일러드 재킷. 

의 두 장 소매 역시도 원래 남성복 상의에 이용되어 

왔는데 여성들이 남성형의 재킷인 테일러드슈트를 , 

입기 시작하면서 여성복 소매에 활용되었다 위팔 . 

둘레의 길이를 조절하는데 편리하며 원단을 용이하, 

게 사용할 수 있고 두 줄의 솔기 선으로 팔의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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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Name of Tailored Collars by the Shape of Lapel and Back Collar

 Figure 3. The Name of Tailored Jacket by the Number of Buttons and Degree of Extention

도를 보다 맵시 있는 자연스러운 모양으로 소매를 

만들고 있다(Im, 2004).

현재의 재킷은 자기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이나 이  

미지에 맞게 다양한 연출을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필

수적인 의복 아이템이다 재킷은 간편하면서도 다양. 

하게 활용 할 수 있는 패션아이템으로 셔츠 터틀넥, , 

카디건 등 안에 받쳐 입는 옷에 따라 정장과 캐주얼

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으며 테일러드 재, 

킷에 사용되는 소재 역시 울 소재를 대부분 재킷의 

용도로 많이 사용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면 소, 

재와 데님 그리고 실크 소재도 많이 사용된다 직조. 

의 방법과 무늬에 따라 트위드 조직인 헤링본과 홈

스펀 등 사용되지 않은 소재가 없다 디자인이 다채. 

로워지면서 소재도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 

테일러드 재킷의 라펠과 칼라의 형태는 코트의 디자

인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트렌드에 따라 다양, 

한 크기의 칼라의 모양과 문양 도 다양해지고 있으, 

며 어깨 패드와 같은 부자재를 간소화하거나 아예 , 

없애 무게를 가볍게 하기도 한다 색상도 검정 베. , 

이지 회색 등 기본 컬러에서 보라색 오렌지 분홍 , , , 

등 다채롭게 선보여지면서 재킷의 스타일이 날로 변

화하고 있다(Jang, 2006).

  

테일러드 재킷의 등장과 특성  2. 

재킷의 어원은 세기에 군복으로 착용되었던   14, 5

자크 로 허리길이까지 몸에 꼭 맞고 엉덩이를 (Jaque)

덮은 짧은 스커트가 달려있는 형태였으나 차차 방한

용의 덧입는 의상으로 코트보다 짧은 상의를 뜻하는 

저킨 이라 하였다(Jackin) (O, 2006). 

이 저킨은 세기 중반까지는 가장 보편적인 남성  17

용 웃옷이었으나 세기 중엽 푸르푸앵 대신 입었, 17

던 상류층 사람들의 기장이 긴 코트형 겉옷인 쥐스

토코르 를 착용하게 되자 짧(Justaucorps) Figure 4 , 

은 웃옷은 지방 사람이나 노동자의 일상복으로 남게 

되었다 쥐스토코르는 세기 이후 화려한 장식성이 . 18

더해지고 유럽 여러 나라에서 공식복으로 착용되면, 

서 그 명칭도 아비 아 라 프랑세즈(Habit a la 

로 바뀌었다francaise) Figure 5 (H. Jung, 1997). 

년대에는 영국풍의 여러 가지 르댕고트가 유행1780

했다 그중에서도 르댕고트 아 라 레비트. (Redingote 

은 매우 특징적인 것으로 앞면a la levite) Figure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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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Justaucorps,

1710 

- Hermitage Museum

Figure 5.

Habit a La 

Francaise,1760

- Hermitage Museum

Figure 6.

Redingote a La 

Levite,1783 

- History of western 
costume,  p.292 

Figure 7.

Degage I,1812  

- History of western 
costume, p.292

Figure 8.

Redingote,1834 

 -Western costume 
history, p.306

Figure 9. 

Frac coat in Crinoline 

Style,1860 

-Western costume 
history, p.327

Figure 10.

Frock Coat and Morning 

Coat

- Western costume 
history, p.351

Figure 11.

Jacket, slacks

,1924-1925

 - Western costume 
history, p.371

이 더블브레스트(Double Breasted, Double 

이고 칼라는 어깨를 내려덮은 듯이 달려 Bouttons) , 

있다 년에 여성적인 분위기의 로브 와는 . 1787 (Robe)

대조적으로 남성적 디자인인 르댕고트 가운

이 승마복으로 오버드레스 또는 (Redingote Gown)

코트의 역할을 하였으며 날씬한 외투로서 오늘날 여

자 코트의 시조가 된다 년 나폴레옹 집정시대. 1812

가 오면서 상의는 몸에 꼭 맞는 르댕고트의 일종으

로 적당한 크기의 칼라가 달리고 앞은 허리까지 넉

넉하게 맞았고 두 줄 단추나 한줄 단추로 여며졌다, . 

그리고 허리부터 무릎 밑 양쪽까지 경사지게 잘려 

좁고 긴 소매가 달려 있음을 로 알 수 있Figure 7

다 년에는 몸통이 타이트하게 맞고 위 소매는 . 1834

풍성하며 앞트임에는 목부터 단까지 단추가 달렸으

며 스커트부분이 넓어져 현대 코트의 모습을 역력히 

보여준다 은 세기에 이르러 근대 신사복. Figure 8 19

이 성립되고 재킷과 바지는 의복의 기본 형식으로 , 

자리 잡아 오늘날 현대 남성복식으로 이어지며 원, 

래 남성 전용이었던 재킷이 산업과 기계문명의 발달

로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여성에게 입혀

지기 시작하였다 년대에서 년대까지 프락. 1860 1870

과 르댕고트를 혼합한 형 로 길이는 허리 Figure 9

아래까지 오며 앞단의 자락은 직각 또는 둥글게 굴

려졌다 오늘날의 남자복식으로 일반화된 일상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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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해 예복으로서 프락코트 와 모닝코(Frock Coat)

트 은 거의 이 시기에 영(Morning Coat) Figure 10

국에서 확립된 것이다.

또한 여성의 재킷 착용은 년대 이후는 스포  1770

츠복과 가정의 실용의복으로 입혀졌고 세기 후반 , 19

자전거 타기가 크게 유행하면서 여가 활동을 즐기기 

위해 여성들은 노퍽 재킷에 니커보커를 착(Norfolk) 

용했으며 각이 진 어깨와 좁은 소매 높은 칼라의 , , 

재킷으로 남성복과 비슷하게 되었다 테니스와 사이. 

클링 등의 보급에 따라 테일러 메이드 재킷이 정착

되었으며 이전의 제정시대에 입혀졌던 길이가 극단, 

적으로 짧은 스펜서재킷 과 볼레로(Spence Jacket)

등도 나타났다 남성적인 재(Boero) (G. Kim, 2008). 

킷 이 본격적으로 일반 여성에까지 보급되Figure 11

기 시작한 것은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기 시

작한 세기 초부터이며 특히 두 번의 세계대전을 20 , 

치루면서 직업여성의 수가 늘어났고 경제적으로 독, 

립하면서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됨에 따

라 테일러드 재킷은 직업적으로 성공한 여성의 상징

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현대 여성복식(O. S, 2006). 

은 여성 해방운동 유니섹스 에로티시즘 기성복화, , , 

나 캐주얼화 등 의복 평준화 현상으로 인해 불편하, 

고 비실용적이던 과거의 의복 형태에서 벗어나 활동

성과 기능성을 강조하게 되었으며 여성의 사회 참, 

여가 두드러지게 되었다(S. Hong, 2001). 

테일러드 재킷의 선행 연구   3. 

테일러드 재킷이 라이프스타일이나 다양한 이미지   

연출을 시도하는 현대 남성과 여성들에게 필수 아이

템이며 격식을 필요로 하는 공식적인 자리에 많이 , 

착용되어지는 의복이다 많은 사람들이 착용하기에 . 

의복으로 품위가 있으면서 착용하였을 때 활동이 편

해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각자의 개성이 뚜렷하. 

며 차별화되는 스타일이 요구됨으로 테일러드 재킷

에 대한 심도 높은 디자인 연구를 필요로 한다.

이에 테일러드 재킷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  

면 총 가지 연구의 주제가 있었으며 가장 연구가 , 6 , 

많이 된 연구 주제로는 테일러드 재킷의 칼라 연구

이다. 

는 버튼의 수가 적어질수록 라펠의   D. Jung(2011)

길이가 길어지고 꺾임선의 각도는 높아져 선호도가 

높고 버튼의 수가 많을수록 위와는 반대이다 라펠. 

의 길이가 짧고 꺾임선의 각도가 낮아지면 재킷의 

선호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한 연구가 있으며, 

은 칼라 눕힘분 와 를 외관상 Lee(2011) 3cm 3.5cm

가장 좋은 치수로 제시하였다 는 칼라 . Ahn(2008)

뉘임 치수는 고지라인 의 경우 편안하4.3cm, 8cm

면서 세련되고 현대적인 느낌이 나는 것으로 연구하

였다 은 칼라 길이 겉 칼라의 . Kim(2007) -0.5cm, 

외곽선의 고지라인의 교차점에서 +0.2cm 0.4cm, 

라벨 외곽선의 지점을 로 볼록하게 하여 1/6 0.2cm

원하는 칼라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는 . Lee(2005)

테일러드 칼라 눕힘 치수와 고지라인 위치 각도에 , 

따른 테일러드 칼라의 형태 변화와 그 이미지 변화

를 알아보고 완성된 테일러드 칼라의 형태와 그 이

미지를 예측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다양한 이미지에 

부합된 패턴 설계에 참고 자료를 제공하였다 두 번. 

째로는 체형과 맞음세에 관한 연구에 대한 논문을 

많이 볼 수 있었다 남성복 재킷의 선호 여유량과 . 

맞음세에 관한 연구 중년여성의 체형(kang, 2004), 

에 적합한 슈트 형태구성요인의 조합에 따른 시각효

과에 관한 연구 한국 베이비붐 세(We, Kim, 2001), 

대 여성의 의복 선호도 분석에 따른 재킷 제작에 관

한 연구 대 여성의 체형별 슬림 핏 (Choi, 2012), 30

테일러드 재킷 패턴 연구 가 있었다 또(Jung, 2014) . 

한 시각적 효과를 이용한 여성의 재킷 패Plus size 

턴개발에 대한 연구 가 있었으며 중(B. Lee, 2005) , 

국 성인 여성용 테일러드슈트 패턴 (Tailored Suit) 

개발 연구는 대 여성의 재킷 패턴 설계 연구에 관20

한 연구 가 있었다 세 번(Kang, 2008)(Kim, 2004) . 

째로는 소매와 소재에 대한 연구로 소매는 테일러드 

재킷의 소매산 높이와 진동깊이에 관한 연구

두 장 소매 패턴의 시각적 효과 연(Hwang, 2013), 

구 가 있었다 그리고 소재의 스트(Ku & Seo, 2006) . 

레치 량에 따른 재킷 패턴 개발연구(C. Choi, 2012)

와 여성 테일러드 재킷의 소재별 패턴연구가 있었다

(Jang, 2006).

테일러드 재킷에 관한 선행논문을 살펴본 결과 재  

킷의 칼라에 관한 연구 특수 및 나이에 따른 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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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맞음세에 관한 연구 그리고 소매와 소재에 관한 

연구 있었다. 

을 활용한 III. Dart Manipulation

조형적 시도

조각에서 다루어지는 인체의 조형과정은 천년 동  

안 내려오는 조형의 역사를 배경으로 작가의 주관과 

개성 사상을 근거로 형태를 제작하였다 인체의 해, . 

석은 사람마다 다르게 보이고 느낌에 따라 변화하

며 조형과정을 이루어 나가는데 있어서 작가의 인, 

생관과 역사관 또는 그가 처해 있는 사회적 환경과 , 

개인적 심상이 함께 작용하게 된다(Y. Lee, 2006). 

특히 조각분야에서 부조는 작품이 만들어지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평면적으로 제한된 깊이의 공간 안

에 차원의 입체적인 형태와 공간성을 압축해서 집3

어넣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 하겠다 부조의 개념과 . 

분류 및 특성을 통해서 제한된 깊이의 공간 안에 3

차원의 입체적인 형태와 공간성을 압축해서 넣는 표

현을 알아본다 이탈리아 조각계의 대표적인 작가 . 

중의 한 사람인 의 냉정한 사실주Giacomo Manzù

의와 지극히 섬세한 조각술은 엄격하고 간결하면서

도 감각적인 형태와 표면을 창조해 청동 구상 조각

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 넣었다 특히 . Giacomo 

의 부조작품에 나타나고 있는 시각적 표현의 Manzù

기법과 특징을 통해서 테일러드 재킷을 디자인해 보

고 다트 매니플레이션을 활용해서 부조의 시각화된 , 

패턴을 전개해보고자 한다.

디자인 인스피레이션   1. 

남성복 테일러드슈트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남자의   

가슴 볼륨이 잘 유지되도록 가슴부위를 침범하지 않

으면서 심지를 입체감 있게 다림질하는 과정을 거친

다 또한 모심지를 이용해서 다양한 보조 보강 심. , 

지를 만들고 뒤판에 자리 잡는 다림질의 과정을 비, 

롯해서 수 없이 많은 기술이 요구되는 남성복에 테

일러드 재킷을 만드는 과정은 마치 움직이는 조각을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런 의미에서 조각은 . 

차원의 공간속에 구체적인 물질로 구현된 입체로서 3

강하고 견고한 양감의 구성체이다 구체적인 물질을 . 

소재로 하고 도구로 사용하여 차원적 입체를 만들3

어낸다는 의미에서 조각은 조형 이란 용어‘ (Plastic)'

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이런 점에서 평면으로 된 . 

원단을 다양한 보조제 기술 도구로 인해 차원적 , , 3

입체를 만드는 테일러드 재킷 또한 조형이란 용어와 

관계를 맺는다 원래 조각이란 용어는 라틴어 스쿨. ‘

페레 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이 말은 정(Sculpere) , , 

톱 망치 끌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단단한 재료를 , , 

깎아 내거나 쪼는 것을 의미한다 조각의 종류는 형. 

식에 따라 완전한 차원적 형태를 갖추고 있는 환3

조 회화의 고유한 속성인 평면성과 조각 특유의 입, 

체가 결합된 부조 모빌 오브제 아상, (Mobil) (Objet), 

블라주 등으로 나뉘며 사용하는 재료(Assemblage) , 

에 의해 목조 금속조 청동 철 스테인리스스틸 알, ( , , , 

루미늄 등 석조 도조 테라코타 등으로 분류되며), , , , 

기법에 따라 흙이나 밀랍 등의 가소성이 있는 재료

로 붙여가면서 형태를 소조 나무 돌 등의 단단한 , 

재료를 깎아 나가는 조각으로 분류한다(Seo, 2010).

조각의 조형요소는 덩어리 양감 질감 비  (Mass), , , 

례 등이며 빛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그

림자의 운동 또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그 . 

중에 이탈리아는 르네상스에 이르러 부조의 성격이 

대리석과 테라코타에 새긴 정교한 평 부조와 좀 더 

거칠고 조각과 같은 부조의 양식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조작품은 회화의 고유한 속(Hong, 2007). 

성인 평면성과 조각 특유의 입체가 결합되어 있다. 

의 섬세하고 유려한 선을 통해서 Giacomo Manzù

아주 사실적이고 시적인 감성을 표현하고 있다 석. 

고로 만든 아담과 이브는 착색한 부조이며 사과를 , 

물고 있는 강아지의 모습이 보인다 로마(Figure 12). 

네스크의 영향으로 인해 얼굴과 몸에서 표정이 풍부

한 눈과 손을 크게 만들어 과장된 동작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생물들의 부분적인 유기적 관계를 묘사. 

하기보다는 작은 단위들로 축소시켜 상징적 내용을 

강조하였다 이런 표현은 시각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부분과 생략해서 표현하지 않음으로 상상할 수 있는 

형태감을 표현해 시각적으로 더 입체감을 만드는데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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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Adamo ed Eva 

(41×29cm),1929 

-https://www.flickr.

com

Figure 13.

Annunciazione 

(61×50cm),1931  

-https://www.flickr.

com

Figure 14.

Painter with 

Model(48.5×42×5c

m),1937-1948 

-https://www.flickr.

com

Figure 15.

Crisoto e Il 

Generale

(72×51cm) 

-https://www.flickr.

com

Figure 16.

 Crocefissione Con 

Scheletro 

(69×50cm)  

-https://www.flickr.

com

성모마리아의 형상은 가슴 속에서 나타나 있는 생  

생하고 감미로운 발견으로 인해 주저하는 듯 놀란 

얼굴모습을 저부조로 표현해서 배경이 곧 입체가 되

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에서 섬세한 감정 표현이 이

루어지고 또한 팔의 강조로 인해서 유려하게 표현한 

나머지 인체의 부분들이 더 신비로움을 자아낸다

화가와 모델이라는 테마의 시리즈 중의 (Figure 13). 

한 작품으로 에서 보이듯 어린 프란체스카Figure 14

의 나체의 뒷모습과 옷 입은 화가의 모습에서 배경

이 러프한 표면 재질감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여자

의 매끈한 누드가 더 강조된다 또한 형태로 구체화. 

시키고 커다란 공간성을 표현함으로써 시적인 감각

을 주기도 한다 그리스도와 장교로 (S. Kim, 1988). 

군사주의를 어리석고 범죄적인 거만함에 가득 찬 장

교로 의인화하여 비극적인 상징으로 표현한 Figure 

는 저부조로서 미세한 볼륨과 형태를 지니고 있15

다 그러나 배경과 상과 일치하는 선상인지 아닌지. 

가 모호할 정도로 낮은 부조이지만 섬세한 표정이 

나타난다 누드를 표현함에 있어 돌출되어 보이는 . 

곳을 배경보다 높게 처리하면서도 회화적인 입체감

이 인체에 그림자의 표현으로 인해 더 사실적인 모

습으로 표현된 은 인간들의 비극적인 조건Figure 16

을 상징하고자 했다 십자가 밑에 있는  벌거벗은 . 

창녀의 존재는 불경스럽게 평가되는 반면 병사와 사

형 집행인들의 표현에 있어 암시적인 고발과 당대

현실을 상기하게 했으며 그것들이 보여주는 테크닉 

면에서 고단위의 숙달과 형식적 질과 함께 그 창작

의 바탕에 있는 문화적 기준들의 풍성함을 강조하였

다 죽음의 문 의 등장하는 인물들(Y. Lee, 2001). “ ”

의 풍부한 동작과 풍성한 주름의 의상들은 빛과 그

림자의 강렬한 대조를 이끌어 내고 있으며 저부조 , 

작품들의 뛰어난 효과는 형상들의 윤곽을 흘러내리

는 빛의 아름다움으로 에 잘 나타내고 있Figure 17

다 저부조의 연작을 제작하면서 상징적인 종교적 . 

주제를 표현한 은 인물과 인물이 각각 분Figure 18

리되어 있으며 배경의 면과 상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사실적인 묘사를 하고 있다. 

십자가에 내려오심이란 제목의 신학적 내용에서   

영감을 통해 예술적 창조를 는 배경의 면Figure 19

에 상을 묘사하고 상위에 다시 상을 사실적으로 묘

사하여 부조지만 입체감과 원근감을 주고 있다 사. “

랑의 문 은 다른 두 작품에 비해 철학적 분위기와 ”

위엄성은 덜하지만 성인들을 포함한 설정 인물들이 

자애로운 표정으로 표현되었으며 통합적인 리듬 속

에서 신비성을 나타내고 있다 저부조의 작품들을 . 

공간 분할을 하여 각각 다른 설정의 조각이 이루어

져 있다 전쟁과 평화를 그의 독특한 구(Figure 20). 

도법을 통해 배치하였다 평화부분은 상단에 어린 . 

아기를 안고 기뻐하는 어머니 등이 배치하고 있으

며 전쟁을 상징하는 장면은 매달린 신봉자 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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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Porta Della Morte 

(765×365),

1948-1964  

-https://www.flickr.
com

Figure 18.

Crocefissione 

(153×131×25cm),

1951

-https://www.flickr.
com

Figure 19.

Deposizione(149×1

31×29cm),1951  

-https://www.flickr.
com

Figure 20.

Porta Dell'amore 

(474×236),

1955-1958 

-https://www.flickr.
com

Figure 21. 

Morte Del Partigiano

(80×50cm)

1955×1965

-https://www.flickr.
com

Figure 22. 

Porta Della Pace e Della 

Guerra (410×300cm),

1965-1969 

-https://www.flickr.com

Figure 23.

Painter with Model

(73×78cm),1960 

-https://www.flickr.com

Figure 24.

Monumento al Partigiano

(320cm),1977 

-https://www.flickr.com

Figure 25. 

Painter with Model

(69×25×64cm),1982 

-https://www.flickr.com

있는 여성 울부짖는 소년 무릎 Figure 21, , Figure 

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또한 과거의 화가와 모델22 . 

의 작품이란 같은 주제로 묘사했지만 화가는 누드, 

와 같은 표면을 보이고 모델은 누드에 옷을 감싸고 

있는 옷자락의 겹쳐진 주름의 섬세한 선을 Figure 

에서 잘 표현하고 있다 이런 원초적인 상황을 현23 . 

실적으로 포착하고 무표정하게 표현함으로써 사실성

을 더하고 있다 거꾸로 매달려 있는 예수의 모습을 . 

쳐다보는 슬픔에 잠긴 여자로 표현한 기Figure 24 

존의 저 부조와는 달리 고 부조 작품으로 부조와 환

조의 결합된 형태로 보이며 현실감이 느껴지는 사실

적인 예수의 모습을 거꾸로 발 부분은 배경의 면에 

부착되고 여자는 예수를 쳐다보며 바닥의 면에 부조

화되어 있다 여러 방향으로의 공간의 확장과 분할. 

을 통해서 여백의 미로 인한 신비로움을 자아낸다. 

청동을 깎아 만든 이 작품은 화가와 침묵의 방어로

만 나타낼 수밖에 없는 공격의 대상인 여자 사이에 

놓여 진 진취적인 관계를 표현한 화가의 부조형태와 

여자의 입체가 함께 어우러져 조형적인 원근감이 표

현되었다 조각은 형상(Figure 25). Giacomo Manzù 

의 윤곽선을 생략하고 덩어리를 암시하고 반복된 사

실적인 인체 재현을 근거로 새로움을 표현했다 배. 

경이 되는 면에 상을 표현함에 일부 형상을 생략하

여 보는 이로 하여금 상상하게 만들고 더 입체적이

면서 바탕의 면과 상의 자연스러운 연결방식은 있, 

는 듯 없는 듯 실재 하지 않는 형상을 마치 실( )實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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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는 것 같이 지각하는 작용 및 그 형상 일( )形象

루젼의 효과가 나타난다.

또한 인물을 겹쳐지게 표현하지 않으면서 여백을   

두어 신비로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예술가의 신념으. 

로 재해석하여 생동감 있게 제작하여 단순화시켜 표

현하고자 했다 특히 의 새로운 부. Giacomo Manzù

조는 대부분 처형하는 광경을 표현한 것인데 배경으

로 된 평면위에 형을 만들어 내는 완전한 방법을 찾

아낸다 인물상의 대부분은 제각기 독립해 있고 드. 

물게 겹쳐져 있어 거의 원근법적인 표시는 볼 수 없

지만 그럼에도 정교함으로 공간의 일루젼 을 (Illusion)

창조하고 있다 일루젼은 환각 또(Seo, 2010). ( ) 幻覺

는 환상 으로 일종의 착각으로 일컫는다 만주( ) . 幻想

의 부조 작품들은 여백과 형태의 생략으로 인한 공

간의 깊이와 형태의 상상 인해 신비로움을 주고 빛, 

과 그림자를 고려한 선의 유려한 표현으로 섬세하고 

사실적이며 시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 또한 형태의 . 

극화된 시각적인 표현방식 모두 일루젼의 효과적인 

표현기법으로 더 입체적이고 현장감 있는 사실적인 , 

표현과 신비롭고 시적인 분위기를 함께 표현하게 한

다.

패션에 이용된 부조의 시각적 특징표현  2. 

우리가 입는 옷은 평면의 원단을 가지고 패턴을   

통해 입체적인 옷을 만들어 입는다 평면의 옷을 입. 

체로 만들면서 표현의 방법이 부조 조각과 같은 표

Figure 26.

LJY, Seoul Collection 

F/W, 2007

Figure 27. 

LJY, Seoul Collection 

F/W, 2007

Figure 28. 

LJY, Seoul Collection 

F/W, 2007

Figure 29.

LJY, Seoul Collection 

F/W, 2007

현이면 기존의 겉으로 보여지는 형태와 재질의 표현

이 더 깊이가 있고 신비로움을 자아내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평평하게 표현된 점에서는 회화에 가. 

까우나 입체적인 감각으로 표현된 점에서 조각의 일

종이다 따라서 단순한 선조나 선을 떠오르게 한 회. 

화적인 표현으로 된 것은 부조라고 하지 않는다 부. 

조는 회화처럼 한 방향에서 보는 것이지만 환조(丸

의 조각과 같이 입체감으로서 그 진가를 찾아내)彫

는 것이다 평면의 플리츠 선이 모여 독특한 마띠에. 

르 효과와 더불어 헴라인으로 갈수록 입체(Matière)

감이 만들어져 회화적인 표현에 입체적인 효과까지 

보여짐으로써 부조로 과 같이 보여진다Figure 26 . 

부조 양식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부조는 환조와는 

달리 어디인가에 부착하기 위한 것이며 그 목적이, 

나 용도에 따라 적합한 여러 양식이 나왔다 가장 . 

일반적인 서양부조는 그리스의 전통에 따른 것이다. 

그리스 부조는 조각한 상 의 면 과 배경이 되( ) ( )像 面

는 면의 중 면으로서 추상적인 조각면의 깊이를 표2

현한다 연회색 펠트지로 만든 하이넥 슬리브리스 . 

탑의 표면에 같은 소재인 울 펠트로 추상적인 형태

의 사각 조각을 만들어 펠팅화 되는 과정에 고정시

켜 조각이 움직이지 않는 과정을 봉제로 꿰매어 마

치 펠팅된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이런 표현 방법은 . 

배경이 되는 면과 조각이 되는 펠트 면이 이중 면으

로서 추상적인 조각면의 깊이를 표현했다.

과 같이 회색 펠트의 면에 펠트 사각 조  Figure 27

각을 붙여 부조의 형태로 보이지만 조각을 붙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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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0. 

LJY, Seoul Collection 

F/W, 2007

Figure 31. 

LJY, Seoul Collection 

F/W, 2007

Figure 32. 

LJY, Seoul Collection 

F/W, 2007

Figure 33.

LJY, Seoul Collection 

F/W, 2007

방법이 전체의 면이 배경이 되는 면에 완전히 붙이

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붙여 환조와 부조의 결합으

로 더 입체감과 원근감의 효과가 있게 처Figure 28

럼 표현하기도 했다 이집트의 부조에는 상의 주위. 

를 직각으로 잘라내어 상의 안쪽을 향하여 적당히 

살을 붙인 것이 많다 포켓을 표현함에 있어서도 이. 

집의 부조처럼 배경이 되는 면에 포켓의 부분을 시

접을 두고 파내어 포켓이 마치 배경에 포함되기도 

하면서 그리스식 부조보다 평면적인 메시지를 띄지, 

만 심플하고 세련된 디자인 으로 있는 듯 Figure 29

없는 듯 보인다.

포켓의 플랩 을 배경이 되는 면과 일체형으  (Flap)

로 패턴화하여 배경과 일체형이 되게 만들기도 했

다 기능적으로 포켓을 숨겨 표현함으로써 부조와 . 

여백과 형태의 생략의 형태를 함께 표현하고자 

처럼 표현했다 플랩을 위 요크 패턴과 일Figure 30 . 

체형으로 패턴화하고 아랫부분 패치포켓(Patch 

을 지아코모 만주의 작품처럼 유려한 표현으Pocket)

로 시접만 남기고 포켓크기만큼 따내어 처Figure 31

럼 표현한 것이며 포켓의 형태를 만든 디자인이다, . 

라펠과 칼라의 디자인을 마치 이집트식 부조의 대상

을 우묵하게 파내는 방법으로 라펠과 칼라가 만나는 

선의 일정 부분까지 오려내어 마치 몸판에서 라펠이 

마치 몸판에서 생성된 것처럼 표현하고 뒤 칼라는 

환조의 느낌으로 테일러드 칼라가 표현된 디자인이

다 부조의 시각화 표현은 상의 살붙임을 (Figure 33). 

옅게 하여 원근감을 느끼게 하거나 돌출 된 부분의 

높이에 따라 입체적인 느낌을 더 할 수 있다 그리. 

고 상을 옅게 쌓아 올려서 만드는 형식으로 인해 소

재의 재질감에 깊이를 더하기도 하며 상을 윤곽에, 

서 안쪽으로 파서 선과 배경과의 선의 섬세함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다양한 부조의 질감 표현과 . 

디자인의 표현은 패턴의 다트의 이동을 통해 시접을 

만들었다 이런 다양한 포켓의 부조적인 표현 칼라. , 

의 구조적인 변화 패턴의 표현 및 소재의 표면의 , 

높이를 활용한 변화는 다양한 착시효과를 이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다트 이동을 통한 재킷 디자인  3. 

다트 이동을 통해서 의 부조 조  Giacomo Manzù

각 작품의 시각적 특징인 생략과 강조로 인한 시각

적 일루젼 효과를 매니플레이션을 통해서 재킷 디자

인에 응용하고자 한다 앞판은 바스트 포인트을 중. 

심으로 위치 이동 및 분할 턱 개더 플리츠 등 여, , 

러 형태로 변형할 수 있다 반면 뒤판은 뒤 견갑골 . 

부분을 중심으로 다트를 활용하면 되는데 앞판의 , 

바스트 포인트처럼 확실하게 돌출되는 부분이 없어 

다트를 이용한 디자인에 한계가 있다.

매니플레이션은 패턴에서 처리해 주지 않고 다   , 

트처럼 박아서 처리해 주는 전제 하에 매니플레이션

과 다트 는 패턴에서 함께 다루어지는 부분이(Dart)

다 다트는 입체적인 인체의 곡선을 표현하는데 효. 

율적이며 또 다트를 이동하거나 분할하여 다양한 디

자인을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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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

Pattern making

Figure 35.

Adapting Dart 

Manipulation

Figure 36.

Fitting by Muslin

Figure 37. 

Fitting by Muslin

Figure 38. Sketch

그래서 앞 몸판에서 만들어진 기본 테일러드 재킷   

라펠의 브레이크 포인트 에서 라펠의 (Break Point)

너치 로 가는 선을 일정거리까지 없애서 마치 (Nutch)

앞 몸판을 배경삼아 부조의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테

일러드 재킷의 라펠이 생길 수 있게 디자인하고자 

한다 우선 다트의 매니플레이션을 단지 가슴에만 .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과 같이 테일러드 Figure 34

재킷의 라펠에 응용하여 라펠의 형태를 매니플레이

션하여 시접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실험한다(Figure 

이 패턴의 응용 방식을 활용하여 과 35). Figure 36

처럼 머슬린 으로 가봉을 하여 봉Figure 37 (Muslin)

제의 방법도 함께 익혀 본다 이처럼 디자인전의 패. 

턴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라펠과 칼라가 테일러드 재

킷의 몸판에서 생성되는 과정을 라펠이 있는 듯 없

는 듯 일루젼 효과를 생각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디

자인 스케치를 한다 그 중 한 작품을 (Figure 38). 

와 같이 도식화하여 과 같이 가Figure 39 Figure 40

슴 쪽으로 향하는 다트는 옆선에서 대부분 매니플레

이션을 시켜서 볼륨을 만든다. 

그러나 다트 이동을 활용한 재킷 디자인에서는 그   

양을 적절하게 분배하면서 미세하게 시접을 만들기 

위해서 라펠의 헴 라인으로 이동하여 매니플레이션 

시켜서 시접을 만든다(Figure 41).

패턴에 가위표시가 되어 있는 라펠의 부분을 같은   

크기로 패턴을 재물무와 같이 만든다 위(Figure 42). 

와 같이 디자인과 패턴을 완성하여 다음과 같이 디

자인 기획 을 해 보았다Table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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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9.

Design by Dart Manipulation

Figure 40.

Pattern Making by Dart 

Manipulation

Figure 41.

Making Seam Width by 

Manipulation 

Figure 42. The Layout of Patterns

Design
Design

Discription

pattern 

making(before)

pattering 

making(after)
Flat View

I

The illusioned effect 

adapted in tailored 

collar and by front 

panel Dart Manipulation  

II

The illusioned effect 

adapted in lapel and 

waist by front panel 

Dart Manipulation  

Table 1. The Design of Jacket by Dart Mani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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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Design

Discription

pattern 

making(before)

pattering 

making(after)
Flat View

III

The illusioned effect 

adapted in tailored 

collar and lapel by 

front panel Dart 

Manipulation  

IV

The illusioned effect 

adapted in lapel and 

sleeves by front panel 

Dart Manipulation  

V

The illusioned effect 

adapted in lapel and 

sleeves by front panel 

Dart Manipulation  

Table 1. Continued

테일러드 재킷 디자인 및 제작IV. 

디자인 제시  1. 

의 부조작품을 통해서 특징과 부  Giacomo Manzù

조의 다양한 패션에 시각화된 표현을 통해서 부조의 

작품은 여백과 형태의 생략 선의 유려한 표현 극, , 

화된 표현성으로 일루젼 효과를 나타내며 이는 원근

감과 자연스러운 표현에 가장 큰 매개체가 된 표현

방식이다 특히 앞에서 살펴본 만주의 의 . Figure 43

작품에서 형상의 윤곽선을 생략함을 통해서 덩어리

를 암시하게 해 줌으로 마치 회화적인 표현과 신비

로운 느낌의 마띠에르 효과로 표현된다. 

이런 표현의 극대화가 된 일루젼의 효과를 이용하  

여 테일러드 재킷을 활용한 디자인 중 다트 매니플

레이션을 라펠에 가장 다채롭게 활용된 두 디자인을 

선택하여 작품 제작을 하였다 특히 테일러드 칼라. 

의 디자인은 가슴을 중심으로 여러 방향으로 다트가 

움직이면서 가슴에 볼륨을 만드는데 착안하여 테일

러드 재킷의 라펠의 흐름을 끓어주고 만들어 주면서 

시접을 만들었다 의 은 . Giacomo Manzù Figure 43

여백과 형태의 생략으로 인해 더 리얼리티하고 섬세

한 모습을 테일러드 재킷의 라펠이 몸판과 연결시켜 

마치 몸판에 라펠이 만들어져 나온 것처럼 보이게 

디자인을 하였다(Figure 44). 

디자인 패턴화  2. 

디자인 된 재킷의 앞 패널을 롤라인 을   (Roll line)

접고 라펠의 크기와 모양을 의 디자인을 Figure 44

와 같이 패턴을 그린다 프린세스 라인 다Figure 45 . 

트 두 개에 할 분량을 생각하고 과 같M.P Figure 46

이 칼라 라펠에도 옆선으로 선을 그어 을 할 수 M.P

있게 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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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3. 

Porta Della Morte, (410×300cm),1965

-https://www.flickr.com

Figure 44. 

The Illusioned Effect Adapted in Tailored Collar 

and Sleeve by Front Panel Dart Manipulation 

Figure 45. 

Front Pannel Manipulation 1

Figure 46.

 Front Pannel Manipulation 2

Figure 47. 

Front Pannel Manipulation 3

Figure 48. The Layout of Patterns

 에서 볼 수 있듯이 두 개의 프린세스 라 Figure 47

인 다트에 를 시키고 라펠에서 그려진 가위 표M.P , 

시 부분을 자른 다음 시접이 미세하게 생기게 M.P

를 시켜서 패턴을 완성시킨다. 

일루젼 효과를 내기 위해서 소매의 디자인은 제물  

무 기모노 슬리브로 디자인하고 다시 어깨선을 찾, 

아서 한 장 소매로 셋인 슬리브 패턴을 만들어 전체 

패턴을 완성한다 또한 몸판에서 오려진 라펠은 그 . 

크기만큼 패턴으로 함께 제작하여 전체 패턴을 완성

한다(Figure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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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제시  3. 

독창적인 테일러드 재킷 디자인을 위해서   

부조작품의 특징인 일루전 효과를 Giacomo Manzù 

표현하기 위해 다트 매니플레이션의 라펠에 적용된 

처럼 라펠의 선이 브레이크 포인트에서 시Figure 49

작하여 생성되었다가 다시 사라졌다 다시 형성되는

Figure 49.

Illusion IV (Front)

Figure 50. 

Illusion IV (Back)

Figure 51

Illusion V (Front)

Figure 52

Illusion V (Back)

과정을 통해서 마치 실재하지 않은 형상을 마치 실

재하는 것 같이 표현한다 소매는 재물무 기모노 슬. 

리브 에 다시 셋 인 슬리브(Kimono With Gusset)

를 절개 삽입하여 옷을 입었을 때는 (Set-In Sleeve) , 

마치 셋 인 슬리브를 입은 것처럼 보이게 디자인을 

하여 선의 일루젼으로 표현한다. 

두 번째 작품인 은 블랙 크레이  Figure 51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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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울 소재로 테일러드의 라펠의 선이 브레(Crape) 

이크 포인트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몸판에서 라

펠이 형성되게 디자인하였다 이는 만주의 부조 작. 

품에서 보여지는 여백과 선의 생략으로 이미지의 일

루젼의 효과로 인해 형태감이 더 극대화되게 표현하

고자 했다 이 작품 역시  소매를 재물무 기모노슬. 

리브에서 다시 셋 인 슬리브 패턴으로 절개 삽입하

여 입었을 때는 마치 셋 인 슬리브로 입은 것처럼 

보이게 디자인을 했다 그렇지만 앞 작품과는 달리 . 

셋인 슬리브에 실크 더블 새틴 (Silk Double Satin) 

소재를 사용하여 다른 재질감과 잘룩한 허리의 곡선

적인 라인을  소매에도 적용하여 선의 착시효과를 

동시에 주고자 했다 그림 ( 52).

결론 V .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이 입혀지고 즐겨 입는 많  

은 아이템들이 있다 그 중에서 다양한 장소와 상황. 

에 따라 다른 스타일과 메시지를 표현할 수 있는 아

이템이 테일러드 재킷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현대. 

사회에 남녀 할 것 없이 가장 보편적으로 착용되는 

테일러드 재킷임에도 불구하고 테일러드 재킷에 대

한 카라와 라펠의 디자인 연구가 부족한 것을 알게 

되어 테일러드 재킷의 창의적인 디자인 연구를 하고

자 했다 독창적인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이탈리아 . 

조각가인 의 부조작품의 시각적 특Giacomo Manzù

징을 분석하고 부조 조각의 종류와 특징을 분석하여 

본 결과 형상의 윤곽선을 생략하고 덩어리를 암시하

는 일루젼의 효과와 더불어 인체의 사실적인 재현을 

근거로 사실적인 묘사 속에 시적이고 몽환적인 신비

로움을 주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런 일루젼의 효. 

과를 해석하기 위해 남성과는 다른 여성의 패턴 제

작을 위해서 사용되는 다트와 매니플레이션을 활용

하였다 부조 조각의 일루젼의 효과를 살리기 위해. 

서 테일러드 재킷의 소매는 재물무가 있는 기모노 

슬리브를 패턴을 뜬 다음 그 위에 다시 셋인 슬리브

를 제작하여 마치 셋인 슬리브 를 입(Set In Sleeve)

은 것처럼 보이게 디자인을 하였다 포켓 역시 패치. 

포켓의 모양이 마치 배경이 되는 몸판 패턴에 들어

가 착시효과가 나타나는 디자인하여 작품화함으로써 

부조의 시각화 디자인을 하고자 했다 이런 디자인. 

의 활용은 다트 매니플레이션을 단지 가슴에만 사용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 디자인으로 응용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테일러드 재킷 디자인에 . 

대한 패턴의 창의력 있는 개발과 인스피레이션의 디

자인화는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와 감성를 충족시키

고 패션 디자인분야와 패턴의 교육에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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