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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nvironmentally-friendly whole-cut designs can minimize carbon dioxide emissions which 

are harmful to the earth, and reduce energy, labor force and time in cutting or sewing 

clothes. The design and way of wearing clothing will be investigated by classifying 

whole-cut clothing appearing in the history of costume and past traditional outfits such as 

Drapery, a Pancho, Tunic, or Loincloth. According to the results from the analysis of 

whole-cut methods applied in design, they were classified as follows: whole-cut, utilizing 

square-panels as is, pleats, smoking, lip band, origami, cutting way, and 

subtraction-cutting whole-cut design. The whole-cut design utilizing square panel as it is 

can minimize the waste of energy and material but can also  maximize the possibility of 

circulation by recycling. In utilizing an all square panel, it broke away from the existing 

whole-cut in the western pattern, namely, the pattern of clothes clinging to the body, and 

was found to have new aesthetic value with a new approach. Due to the whole-cut 

method having a restriction in the use of dart and line cutting in its designing process, 

there were only designs that did not show the body line, such as designs clinging to the 

body. Therefore we developed a design similar to those that cling to the body by 

whole-cut, In addition, the work produced was with high efficiency and variability, which 

produces simple designs but can be worn in a variety of ways. 

Key words 지속가능 패션 제로 웨이스트 패션: sustainable fashion( ), zero-waste fashion( ),      

             썹트렉션 패션 사각 패널 홀컷subtraction fashion( ), ectangular panels( ), whole cu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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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Ⅰ

현대의 눈부신 과학 발달로 우리의 의 식 주 활동  , ,

은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급진적 발전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과학적 기술적 유익은 우리에. , 

게 편리함과 즐거움을 주는 것 외에 미래의 환경을 

위협하는 파괴적 결과물을 낳았다 즉 지구 온난화. , 

와 각종 오염물의 침투 동식물의 생태계 파괴 등 , 

우리 미래 후예들의 터전을 훼손하는 등의 문제점을 

야기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개인 디자. 

이너에서부터 기업에 이르기까지 현대의 환경과 사

회에 대한 책임감과 후세대에 대한 건강한 유산을 

물려주기 위한 움직임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디자인 . 

분야에서도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

느냐를 생각하게 되었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다양, 

한 방법도 모색하게 되었다 모든 분야(Frei, 1998). 

에서 지속가능 이라는 공감하에 이산화탄소를 줄여 “ ‘

지구의 오염을 되도록 지연시키고 방지하자는 것이

다 은 기존의 디자인과 패턴으로 원. Rissanen(2011)

단의 폐기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복을 재설계하여 

폐기물이 제거될 때까지 패턴을 수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재단법 중에서 원

단 폐기물이 제로에 가까운 재단은 일본의 기모노나 

서구의 옛 속옷 재단법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재단법은 직조된 원단을 거의 잘라내. 

지 않는 상태로 의복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현대의 

서구형 의복이 일반화되기 전까지 꾸준히 활용되었

다 그 중에서도 한 장의 천을 이용하여 의복을 완. 

성하는 이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whole cut

나타났다 과거에는 원사를 만들어 어렵게 직조한 . 

천을 가능한 손실 없이 옷을 제작하려 하였다 또한 . 

재단법과 재봉기가 발달하지 않아 절개선과 봉제를 

최소화하여 한 장의 천으로 의복을 제작하려 했던 

것이다 절개선과 봉제를 최소화하는 것은 종교적으. 

로도 순수함을 나타낸다는 관습 때문이기도 했다.  

이러한 결과물은 현대 디자이너들의 새로운 재단법

인 제로 웨이스트 패션이나 자원과 에너지 절약 취

지의 등의 디자인과 유사Subtraction pattern cutting

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지속가능 패션과 재단법에 . 

대한 선행연구로는 등의 관련 Zero-waste fashion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났다. 이 지Lee, Y.(2014)

속가능 패션 실용화를 위한 디자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 사례를 제시하였고, H. Syn(2014), S. 

Ha(2012), H. Park(2012), E. Kim(2009), Kim & 

이 친환경 패션디자인 사례를 제시하였Jang(2009)

다. 는 삼각형 원 사각형 Nakamichi Tomoko(2010) , , 

원단을 그대로 이용하여 의복을 만들었으며 과거에, 

는 원사를 만들어 어렵게 직조한 천을 가능한 손실 

없이 옷을 제작하려 하였다 또한 재단법과 재봉기. 

가 발달하지 않아 절개선과 봉제를 최소화하여 한 

장의 천으로 의복을 제작하려 했던 것이다 절개선. 

과 봉제를 최소화하는 것은 종교적으로도 순수함을 

나타낸다는 관습 때문이기도 했다 이세이 미야케 . 

등이 의 개념에 부합하는 창작품을 만들whole cut

고 있으나  자체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whole cut  

상태이다.

본 연구는  의 목적이 사회운동의 발현  whole cut

이나 개인 디자이너의 개인적 철학과 미적 소관에서 

발견되었던 움직임이 과거 일부 지역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패션의 흐름 속에서 디

자인 되고 실용화 되어 꾸준히 전개되어 왔던 사실

을 인지하였다 이에 의 관점에. Zero waste fashion

서 을 조사하고 현대적 작품을 디자인하whole cut

고 제작 제시하여 많은 사람들과 기업들이 환경을 , 

더 깊이 인식하게 하고 좀 더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 Ⅱ

에 대해 정의하고 고대 복식 및 민속복   Whole cut

및 세기 복식에 20 whole cut이 사용된 예와 착장방

법에 대해 조사하고 분류하고자 한다. 

의 의미  1. Whole cut

  Whole cut은 구두 종류에서 한 장의 가죽으로만 

만들어지는 경우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홀가

먼트니트는 니트웨어 생산과정 에서 (I. Lee, 2013)

연결 상태 없이 한 장의 천으로 완성되는 의복으로 

제로 웨이스트 개념으로는 whole cut과 연관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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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직조와 의복제작이 동시에 진행되는 . 

것으로 한 장의 천으로 의복을 제작하는 whole cut

과는 차이를 두고자 한다 또한 . Choe 는 드레(2004)

이퍼리를 특별한 재단이나 바느질을 하지 않고 한 

폭의 옷감을 몸에 휘감아 입거나 두르거나 걸쳐 주

름이 생기게 되는 의복을 총괄해서 부른다고 정의하

고 있다 이는 한 장으로 만들어진다는 원리에서는 .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 의복에서 이 사용된 경우는 없  whole cut

으나 본 연구에서는 위 용어들의 정의를 반영하여 "

연결선 없이 한 장의 원단으로 재단되고 부분적인 

컷팅이나 바느질을 한 경우 를  이라 명" whole cut 

명하고자 한다.

고대 복식 및 민속복에 나타난   2. whole cut  

의 디자인 및 착장법    

복식은 각 시대와 지역에 따라 발생되고 변화되  

며 서로 영향을 주며 발달 해 왔다 착장법 봉제법 , . , 

등 그 특징에 따라 의 J. Kim(2015), J. Park(2010)

분류를 참고하여 가지 유형 권의6 , , 관두의, 전개의, 

통형의 체형의 요의로 분류하였고 그 중에서 , , 전개

의는 앞트임 직선재단 섶과 무 등이 공통적 특징 , , 

으로 나타나 에 부적합하였다 체형whole cut . 의는 

신체에 입체적으로 잘 맞도록 구성된 의복으로 곡선

재단과 몸판 소매 바지 치마 등으로 분리되어 , , , 

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경우이므로 제외whole cut

시켰다(Table 1).

권의 형  1) (Drapery)

권의형은 봉제하지 않은 한 장의 천을 허리 팔  , , 

어깨 등의 신체에 두르거나 걸치거나 늘어뜨리는 형

태로 인체 착장법에 따라 다양하고 유동적인 드레이

퍼리 효과를 줄 수 있으며 비대칭적 드레이퍼리를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다 이집트시대의 로브 . Figure 

은 머리에서부터 뒤집어써서 입는 것으로 폭은 좌1

우 손목에서 손목 길이는 신장의 두 배로 가운데 , 

구멍을 뚫은 형식이다 숄 타입 는 폭 미터 . Fig.2 1

이상 길이 미터 전후의 장방형 천을 몸체에 걸치, 4

거나 감아서 천의 끝과 끝을 묶어 입는 것이 이집트

인의 옷 입는 특징이었다(Korea Dictionary 

그리스의 도리아식 키Research Publishing, 1997). 

톤과 히마티온 모두 한 장의 큰 천으로 재단 된 것

으로 각각 양어깨를 클립으로 고정하거나 몸에 걸쳐 

입는 방식이었다(Figure 로마시대는 장방형의 토3). 

가(Figure 숄 형의 팔리움이 으로 만4), whole cut

들어진 것이었다 팔리움은 겉옷으로 모직물 또는 . 

마로 정도 크기의 것을 왼쪽 어깨에서 5.5×1.8m 

비스듬히 걸쳐 입었다(Korea Dictionary Research 

인도는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원publishing, 1997). 

정 이후에 그리스 복식의 영향을 받아 옷의 외관이 

풍성해졌고 우아한 드래이퍼리 효과가 나타났다

(Hong, Shin, & Choi 인도 여자는 바느질, 2004). 

하지 않은 한 장의 천을 둘러 입는 사리(5.5m 

가 있는데 천 하나를 몸에 감아 상체와 하×1.5cm)

체 모두를 가리는 방식이였다(Hong et al., 2004) 

(Figure 5). 

 

관두의  2) (Pancho)

관두의는 천으로 접은 상태에서 머리가 들어가도  

록 중앙에 절개나 구멍을 뚫어 입은 방식으로 튜닉 

또는 판초형으로 불린다 장방형 원단 중앙에 구멍. 

을 낸 전형적인 판초형에는 네팔 칠레 올리비아, , . 

페루의 판초가 있다 칠레의 판초 . Figure 은 6

정도의 천에 중앙에 머리가 들어갈 수 116×141cm

있도록 정도의 트임이 있다25cm (Lee, S., 2002). 

볼리비아에는 아이마라 남자의 의복에 판초형이 있

는데 정도의 한 장의 천으로 중앙에 130×132cm

정도의 트임에 머리를 넣어 넥라인이 형이 32cm V

되도록 천을 좌우로 늘어뜨려 입었다(Lee, S. et 

페루의 남자의복의 필수인 판초는 al., 2002). 

의 모직물로 앞쪽에 중앙 트임 를 120×140cm 30cm

제외한 이음선이 있다 멕시코에는 케스케미틀. 

(Quechquemitl) Figure 이 있는데 상체만을 덮는 7

삼각형 모양의 판초로 지역마다 만드는 방법이 다르

다 네팔의 쿠흠 라리(Lee, S. et al., 2002). (Ghum 

rari) Figure 는 외투로서 너비방향으로 반으로 접8

고 한 쪽 면의 반 정도만 바느질하여 만든다.



패션비즈니스 제 권 호19 5

202

통형의  3) (Tunic)

 

머리 위에서부터 입는 형식으로 몸이 노출되지 않  

도록 옆선을 꿰맨 것 으로 소매가 있기(Park,  2010)

도 하고 없기도 하다 세기의 튜닉은 원단을 반으. 4

로 접고 소매나 옆선 부위를 봉제하고 머리 부위가 

들어갈 트임을 만들어 놓는 형태이다(Figure 9). 

요의  4) (Loincloth)

요포형은 허리에 천을 감싸는 스커트형이다 고대   . 

이집트의 요포 가 대표적인 예이다 인도네(loincloth) . 

시아에는 카인 판쟝(Kain pandjang) Figure 과 10

사롱이 일직선 주름을 잡고 허리에서 매듭을 짓거나 

허리띠로 고정시켜 입었다 사롱은 원통형의 치마형. 

식으로 남녀 모두 입었다(Hong, et al., 2004).

인도의 도티 는 봉제되지 않은 길이  (Dhoti) 2~5m, 

폭 과 의 직사각형 백색 면으로 접거나 묶1~1 1/2m

거나 주름 잡아 천 자락을 다리 사이에 통과시켜 허

리에 고정시키는 형태이다(Vandana Bhandari, 

도티는 인도 남성의 대표적인 의복으로 재봉2005). 

한 솔기가 전혀 없는 옷을 깨끗한 옷이라 하여 현재

에도 종교적 행사에서는 전혀 바느질되지 않은 흰색 

천을 사용한다 네팔의 파리야 는 감아 입는 . (Phariya)

여자복식이 에 해당한다whole cut (Figure 타이11). 

의 민속복 하의에 파 능 이 있는데 여성(Pha nung)

용은 파신 이라 하며 봉제하지 않은 넓은 (Pha sin)

천 형태였다(Figure 통 형태의 남자 하의 파 사12). 

롱 한 장의 천으로 바지처럼 입는 파 (Pha Sarong), 

츙카벤 가 이에 해당한다(Pha chongkaben)

(Figure 착용시 여유분을 가감하여 길이를 조정 .13). 

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의 사롱 (Hong, et al. 2004). 

는 폭 길이 의 통형으로 오른쪽 옆을 Fig14 1m, 2m

몸에 밀착시킨 후 남은 부분을 왼쪽으로 잡아당겨 

병풍식의 주름을 잡고 왼쪽 허리에 여며 입는다(Lee 

미얀마는 남녀 모두 입는 론지et al., 2002). 

가 이에 해당하는데 허리둘레에 감는 (Lungyi)(Fig15)

긴 천으로 되어있다 멕시코의 (Lee, et al.,  2002). 

랩 어라운드 스커트인 인레도 는 여러 가지 (enredo)

폭의 천을 착용자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착용하여 실

루엣이 다양하고 장식적 효과가 크다(Lee, et al., 

페루의 폴레라 라는 검정색 통형 치2002). (Pollera)

마는 전체적으로 주름을 넣어 만들었으며 스코틀랜, 

드의 북부 하이랜드 지방의 남성 민족의상인 길드모

직물의 장방형의 포를 사용하였다(Figure 병풍16). 

처럼 펼쳐서 등 뒤에서부터 좌우에 신체에 감고 가

죽 벨트를 묶어 벨트 윗부분을 늘어지게 입는 형태

로 신체 치수에 근거하기 보다는 자신의 신체 치수

와 형태를 그때그때마다 맞게 감아서 입었

다.(Mitsusada, 1990)

그   5) 외 부속이나 장식품

 

네팔의 걸망 형태의 카디  (Khadi) Figure 은 사17

각형 보자기의 모서리를 묶어 준 형태로 가슴을 비

스듬히 가로질러 어깨에 거는 형태로 착장하는데 물

건을 운반하는 자루로 등이나 손을 따뜻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한 쪽 솔기 윗부분은 구. 

멍이 있고  다른 한쪽은 봉제하지 않고 사용한다. 

평상시에는 바느질 되어 있지 않은 쪽을 앞으로 하

여 손으로 여며 입고 추울 때는 꿰맨 부분을 앞으, 

로 하여 모자를 쓴 것 같은 효과를 갖는다(Hong, et 

al., 카디는 착장 상태에 따라 형태 변화가 가2004). 

능하고 현대적 감각으로 착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다.

중국의 양파두  (Liangpatou) Figure 은 원래 막18

대를 꽂아서 머리를 양옆으로 평평하게 만든 것이었

으나 머리카락 대신 검은 색 단 으로 만들어 모( )緞

자처럼 착용하기도 한 것이었다.(Hong et al., 

중국의 생리용 밑가리개인 2004). Figure 도 19

에 해당된다 그 외 의 사각 천으whole cut . 136cm

로 만들어진 볼리비아 숄 프랑(Lee, et al., 2002), 

스 라룬스 지역의 여성용 머릿수건 카플렛(Rhachu), 

부탄의 의식용 숄 등이 있다(Rhachu) . 

Ⅲ. 연구 방법 및 범위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대 및 나라별   . , 

민속복에 나타난 전통적 재단법 중 에 의whole cut

한 제작 방법이 나타난 자료를 조사하고 가능한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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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amples of whole cut in Ancient Costume & Folk Clothing

Drape-ry
Figure 1. 

Robe of Egypt

-Fashion 

specializes in 

data dictionary, 

p.328

Figure 2.  

Shawl of Egypt

-Fashion 

specializes in 

data dictionary, 

p.328

Figure 3. Doric 

chiton & Himation 

of Greece,

-World Costume 

Culture Dictionary   

p.329 

Figure 4. Toga 

of Rome 

-Fashion 

specializes in 

data dictionary   

p.330 

Figure 5

Sari.

-Traditional costumes of 

Asia, p.124

Pancho

Figure 6. Pancho of Chile, 

-World Costume & Fashion 

Information, p.75

Figure 7. How to make 

Quechquemitl,

-World Costume & Fashion 

Information, p.67

Figure 8. Ghum rari of 

Nepal 

-Traditional costumes of 

Asia, p.20

Tunic

Figure 9. Tunic of the 4th 

century Coptic

-http://terms.naver.com/

 Loin

 cloth
Figure 10. 

Costume, Textiles&Jewellery ofI 

India, 

-Vanndari, p.109

Figure 11. Phariya 

-Traditional costumes of Asia p.208

Figure 12.  Pha sin

-Traditional costumes of 

Asia,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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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Figure 13. Thailand Pha 

chongkaben

-Traditional costumes
 of Asia  p.85

Figure 14. Sarong,

-World Costume  & 

Fashion Information, 

p.37

Figure 15.  Myanmar lingyi

women(up),men(down)

-World
Costume & Fashion 
Information, p.41

Figure 16.  

Scotland's 

Guild-Cultural 
anthropology 
of clothing 

p.137

The

others

Figure 17.  

Khadi of Nepal 

-Traditional 
costumes of 
Asia, p.207

Figure 18. Liangpatou

-Traditional costumes of Asia, 
p.42 

Figure 19. Sanitary under piece 

of China

-Cultural anthropology of 
clothing, p.82

턴이나 재단된 모양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 자료를 

함께 수집하여 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검whole cut

토하였다 또한 각 민속복의 봉제법이나 착장법을 . 

함께 조사하였다 둘째 세기 의복에 응용된 사례 . , 20

및 의복에 적용된 새로운 제작방법을 알아보고 복식 

분류에 따른 제작 방법을 알아보았다 자료는 문헌 . 

연구와 관련 서적 및 인터넷 사진자료 등을 대상으

로 분석하였다 셋째 민속복과 세기 . , 20 whole cut 

디자인을 모티브로 디자인을 개발 제시하였다 작, . 

품 제작은 입체재단에 의해 이루어졌다 첫 번째 작. 

품은 대부분의 디자인이 주어진 원단을 whole cut 

모두 사용해야 한다는 제한으로 권의형 관두의 통, , 

형의와 같은 박시한 실루엣이 나타나는게 대부분이

였다 이에 으로도 현재 트렌드에 맞으며 . whole cut

신체에 밀착된 체형의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원단 크기는 폭. 150cm , 255.5cm 

길이로 반을 접은 상태에서 비대칭으로 앞 뒤 부분, 

을 빗겨 맞추어 제작하였다 원단은 폴리에스테르. 

100% 원단으로 차 수정 과정을 통하여 인체 밀1, 2

착형의 체형의로 제작되었다. 

두 번째 작품은 기존의 고대복식이나 민속복의   

디자인이 최소한의 봉제로 제작되지만 whole cut 

착장법이 가지 이상의 가변성이 있다는 사실에 2~3

착안하고 활동의 자유로움을 주는 플리츠 기법의 

으로 디자인하였다 본 연구는 사전 샘플 whole cut . 

연구에서 평직의 머슬린 원단의 경우 드레이프성이 , 

안좋고 착장법을 다양하게 이끌어 내는 것이 제한적

이였다 인피니트 드레스처럼 다양한 착장법을 제시. 

하기 위해서는 원단에 스트레치성이 있어야 원하는 

다양성을 제시할 수 있으나 스트레치 소재는 볼륨감

이 제한적이였다 이에 스트레치 소재처럼 신축성이 . 

있고 적당한 볼륨감을 가진 특성을 위해서 플리츠 

가공 처리된 폴리에스테르 원단으로 폭 100% 

길이 로 제작되었다 착장 방법에 따96cm, 180cm . 

라 다양한 연출이 가능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지7

로 제한하여 제시하였다 작품 의 이러한 (Table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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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성은 현대인들이 한 벌로 여러 벌의 효과를 나

타내고자 하는 효율성과 플리츠 처리된 소재의 특성

상 생활 주름이 생기지 않는 편의성을 만족시킬 수 

있다.

결과 및 고찰.  Ⅳ

세기 패션에 나타난   1. 20 whole cut

과거 전통적 은 대부분 직사각형과 삼  whole cut

각형을 몸에 드레이핑하고 허리띠나 핀 등 장식품으

로 고정하거나 단순히 둘러 매듭짓는 방식으로 착장

하였지만 자연스러운 직물의 실루엣만으로도 매우 

아름다운 의복을 만들어 내었다 특히 동양적 재단. 

법은 서양의 세기 패션에 강한 영향을 남겼다 이20 . 

러한 전통적 은 지속 가능패션의 일환인whole cut

Table 2. Flat Drawing of Creations

Work 1 Work  2

Flat 

Drawi-ng

No. Figure 20. Figure 21. Figure 22. Figure 23.

Work  2

Flat 

Drawing

No. Figure 24. Figure 25. Figure 26. Figure 27.

제로 웨이스트 패션과 재단법상 매우 유사하다 단. 

순하면서도 폐기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여서 

최근 디자이너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세기 패션에 나타난 디자인에 대. 20 whole cut 

해 알아보고 분류하고자 한다.

첫째 직사각형 패널을 있는 그대로 활용한   , whole 

디자인이다 고대 복식 로브 숄 키톤 히마티cut . , , , 

온 토가 팔리움과 민속복 사리 키라에서 영감 또, , , 

는 영향을 받은 의복이다. 에서 2014 F/W Maison 

는 한 장의 직사각형 천을 Rabih Kayrouz 가슴부위

에서 감싸고 앞에서 고정하여 두 모서리가 자연스럽

게 드레이프지게 한 디자인을 발표하였다. whole 

의 가장 심플한 재단법이면서도 요의의 여밈 형cut

태와 권의형의 우아한 드레이퍼리를 살린 디자인이

라고 할 수 있다(Figure 28).

는 인벨로프 드레스   Isabel Toledo 과Figure 29 실 

린더드레스 Figure 을 발표했는데 모두 .30 whole cut

으로 재단되었으며 사각형의 천을 접고 넥라인을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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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 부위에 위치시켜 자연스런 드레이프가 만들어져 

심플하지만 우아한 드레스를 표현하였다. Holly 

은 제로 웨이스트 패션의 선두 주자로 미Mcquillan

리 계산되어 프린트 된 직사각형 원단을 거의 모두 

활용하여 한 번의 직선 박음질만으로 옷 만드는 작

업을 하고 있다 은 소매와 앞중심만 절개. Figure 31

하여 크롭트 티셔츠를 만들었고 는 , Figure 32

폭 길이의 직사각형을 몸에 두르고 150cm 135cm 

컷팅해 놓은 목둘레에 머리를 넣어 입는 방식이다. 

요포처럼 착용하지만 반쪽만 착장되는 상의로 새로

운 디자인을 시도하였다. 의 Eva Di Franco 2enty26 

디자인은 일본의 미적 원리를 참고하여 동양적인 2

차원재단에서 만들어졌으며 차원으로 변환하여 의3

복을 착용한다는 취지이다 튜닉처럼 풀온으로 착용. 

하고 옆선과 소매 아래선만 봉제하였으며 소매 아래 

남는 천은 잘라내지 않고 프린지로 만들어 디자인 

요소로 만들었다(Figure 33).

반면 세기 복식에 그와 유사한 디자인이 나오  , 20

기도 했지만 극단적인 소재의 사용으로 다른 조형미

를 나타내고 있다 이세이 미야케의 의 저지 . 132 5.

드레스는 직사각형의 재생된 폴리에스테르 저지 원

단을 최소한의 봉제선만 넣어 고대 그리스 복식과도 

같은 현대적 의상을 표현하였다(Figure 34). Rei 

는 인체곡선을 부각하는 서양 방식보다는 Kawakubo

동양 전통의 직선에 의한 평면적 패턴 방식으로 옷

을 제작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Kim, 2014). 

년경 발표한 작품은 직사각형의 패널을 그대로 1983

사용하였으나 네팔의 쿠흠라리( 가 Fig.8) 부분 봉제하

여 입체적인 돌출 형태가 나타나듯이 직사각형의 원

단을 등 부위에서 일부 봉제하여 원단의 뻣뻣한 특

징을 살려 동양의 평면재단과는 전혀 다른 조형미를  

나타내고 있다(Figure 35). 의   Rei Kawakubo 1998

년 작품은 스트레치 소재의 사각 패널에 암홀 개를 2

뚫어 체형의보다 더 인체에 밀착한 실루엣을 표현하

고 있다(Figure 36). 

둘째 플리츠 기법의 이다 플리츠 가공   , whole cut . 

기술의 발달 과정마다 새로운 디자인이 나타났다. 

그리스의 키톤에 기본을 둔 의 델Mariano Fortuny

포스 가운(Figure 이 그 첫 디자인으로 여성들이 37)

코르셋을 벗어나 여성의 신체곡선을 강조하지 않고 

플리츠 원단의 자연스러운 라인이 돋보이는 의상으

로 고대의 클래식 디자인을 부활시켰다는 평을 듣기

도 한다 폭의 실크를 원통형으로 이은 후 어깨. 4~5 , 

에서 고정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으며 네크라인과 , 

소매 단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기법으로 끈을 끼

워 조이는 형태였다 폭의 원단이 봉제되었으나 . 4~5

발달된 현대 원단 직조 기술은 장의 천으로 제작 1

가능하므로 범주에 넣고자 한다 마리아whole cut . 

노 포츄니가 처음 영구적인 가공법을 이용하여 플리

츠를 개발한 이후 년 의 , 1938 Claire Mccardell

년 의 디자“monastic dress", 1976 Mary Mcfadden

인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재현되기도 하였다(Lee, 

년대에는 이세이 미야케에 의해 플리츠 2011). 1980

기법이 더욱 발전된다 플리츠 플리즈는 포츄니의 . 

델포스 가운과 매우 유사하면서도 활동성과 동적 조

형성을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진화시켰다

(Figure 38). 

셋째 스모킹 기법의 의 경우이다  , whole cut . Eva 

의 에서는 직사각형 원단Di Franco Collection bXh

에 절개선 없이 스모킹을 주어 몸의 움직임에 따라 

여유분을 확보하면서 장식적요소를 부여했다. whole 

인 동시에 원단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 제로 웨cut

이스트 패션의 한 방법인 것이다(Figure 39).

넷째 립 밴드를 활용한 이다 레이가와   , whole cut . 

쿠보는 통형 원단의 목둘레나 몸통 부위에 불규칙적

으로 고무 밴드를 봉제하여 인체를 인식할 수 없는 

드레이퍼리 효과를 주고 있다 고대의 단순한 권의. 

형에서 착장의 편리함과 형태를 잡아주는 기능성, 

디자인의 가변성을 모두 보여주고 있다(Figure 40). 

다섯째 오리가미 기법의 이다 년  , whole cut . 2010

부터 의 리싸이클로 만들어진 이세이 미야케의 PET

시리즈는 수학적 알고리즘을 이용한 것으로 132 5. 

디자인팀과 컴퓨터 과학자 미타니 준의 컴퓨터 모델

링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입체형을 공동 기획하고 미

리 컷팅하여 차원의 형태로 접은 후 열처리한 것2 , 

으로 오리가미 기법과 단 한 장의 천이 주는 아름다

움을 표현하고 있다 이 방법은 디자인에 앞서 컴퓨. 

터 그래픽으로 필요한 원단의 면적을 계산하여 제작

하기 때문에 원단 쓰레기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이

다 이 봉제선 없는 연속체는 관례적인 테일러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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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3 Whole Cut Design in 20C

Rrectangular panel

Figure 28. F/W  

Maison Rabih 

Kayrouz,2014

-http://nowfash

ion.com/maison

-rabih-kayrouz

-ready-to-wear

-fall-winter-20

14-paris-7406

Figure 29. 

Envelope 

Dress, 1988

-Skin + 

Bones p.225

Figure 30. 

EnvelopeCylind

er Dress, 1988

-Skin + Bones 

p.225

 

Figure 31. Cropped  T,

-http://www.makeuse.info/#!Patt

ern-Form-Kimono/zoom/cpvq/im

ageeja

Figure 32. Tube Dress by 

Holly McQuillan

-http://makeuse.nz/make/tub

e-dress/

Figure 33. Lunatic Fring 

Dress, 2012, 

-http://cargocollective.com/E

vaDiFranco/filter/fashion-desi

gn/2enty26

Figure 34.  

Jersey Dress

-http://www.is

seymiyake.com

Figure 35. 

Comme 

des 

Garçons.

-http://we

wastetime.

com

Figure 36. Comme 

des Garçons. Image 

from Jane Magazine 

August 1998  

-http://iiiinspired.blo

gspot.co.uk

한계를 넘어서서 이전보다 훨씬 더 몸의 형태에 가

까워진 것이었다 미야케는 (Kim, M. et al., 2014). 

서양의 체형형의 봉제법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장의 1

천으로 고대 의복이나 민속복에서 보이는 whole 

과는 다른 현대적이고 미래적인 의복을 창조하였cut

다. Figure 은 방사선으로 접은 오리가미 기법이  41

적용된 옷으로 접힌 옷이 방사상으로 퍼져 우아한 

꽃의 형태를 나타냈으며 Figure 는 저지와 리싸이 42

클 된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원단을 사용한 튜닉의

상으로 사각으로 접어 만들었으나 착장시 아름다운 

볼륨감을 나타낸다 또한 안과 겉을 뒤집어 입을 수. 

있는 실용성을 주었다.

여섯째 벌집 패턴 구조의 이다  , whole cut . 

는 컬렉션에서 정밀한  Watanabe Junya F/W 2015 

수학적 감각으로 반복적인 구조로 작품을 만들었는

데 은 한 장의 Figure 43 동심원(concentric circles)

에 일정한 컷팅을 넣어 볼륨감과 율동감을 주었다. 

바느질 선 없이 커팅으로 볼륨감과 율동미를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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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tinued

 Pleated

 Techniques
Smocking Rip Band Origami

Figure 37. 

Dell Pos 

gown

-http://naver.

com

Figure 38. 

ISSEY Miyake

INC.

-http://www.iss

eymiyake.com

Figure 39. 

Collection bXh by 

Eva Di Franco, 

Collection bXh

-http://cargocollec

tive.com

Figure 40.

Comme des 

Garçons

-Fashion : A 

History from the 

18th to the 20th 

Century, p.629

Figure 41. 132 5. 

ISSEY MIYAKE 2015 

vol.3

-http://www.isseymiyak

e.com/

Figure 42.

 Square Jersey

-http://www.iss

eymiyake.com

Honeycomb Pattern Structures Subtraction cutting

Figure 43. Honeycomb 

Pattern Structures 

-http://thecuttingclass.com/po

st/113982162208/honeycomb-

pattern-structures-junya-watan

abe

Figure 44.  Julian-Roberts

 Subtraction cutting 

-http://thecuttingclass.com

고 있다 일곱째. . Subtraction cutting기법에 의한 

이다 의 whole cut . Julian-Roberts Subtraction 

은 직사각형의 원단에 상의 기본 원형의 앞cutting

뒤를 자유롭게 배치하고 진동둘레 부위를 자른 후, 

앞뒤를 연결하거나 몇 개의 원을 자르고 봉제하여 

에서는 상상 할 수 없는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재2D

단법이다 즉 디자인으로 만드는 패턴 보다는 패턴. , 

으로 디자인하는 것으로 의류의 모양을 하나 이상의 

방식으로 착용 할 수 있으며 디자이너에 따라 변형, 

할 수 있는 방법이 무한하다(Julian-Roberts, 

2015)(Figure 44).



박유신 / 에 의한 패션디자인 연구Whole cut

209

지속가능패션으로써의 디자인    2. whole cut 

제작     

사각 패널을 이용한 디자인은 사물과   whole cut 

에너지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재활용에 의한 순환에

서도 가능성을 최대화할 수 있다 또한 사각 패널을 . 

모두 활용함에 있어서 기존의 서구 패턴 즉 몸에 , 

밀착된 패턴의 틀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접근으로 새

로운 조형미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 whole cut 

디자인 과정에서 은 자유로운 다트나 절whole cut

개선 사용이 제한적이여서 체형의처럼 인체의 곡선

을 드러낼 수 없는 디자인이 대부분이였다 이에 . 

이지만 최대한 체형의에 가까운 디자인을 whole cut

개발 디자인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한다 또한 가장 , . 

단순하지만 다양하게 연출하여 착장할 수 있는 효율

성과 가변성을 높인 작품을 제작하였다.

작품   1) 1

의 직사각형 폴리에스테르   150 × 255.5cm 100%, 

의 체크 원단으로 밀착된 상의에 언발란스 라펠B/W

이 있는 비대칭 드레스이다(Figure 45) 직사각형 패. 

널을 폭에서 반으로 접은 상태에서 앞중심을 비튼 

상태로 입체재단된 것으로 사선의 콘실 지퍼가  허

리선 아래 까지 연결되어 있다 스커트 부분은 18cm . 

비대칭적 볼륨감으로 전형적인 사각형의 틀을 탈피

한 작품이다 중으로 접히는 칼라에 소매는 입체감. 2

  

Figure 45. Work Ⅰ Figure 46. Pattern of Work (1: 33 Redution)Ⅰ

을 위해 턱을 잡아주었다 다트는 앞 개 뒤는 개. 6 , 6

로 구성되어 있다 패턴은 . Figure.46과 같으며 보라

색 선은 절개선이다. 

작품   2) 2

의 직사각형 폴리에스테르 블  180 × 96cm 100%, 

루 퍼플 그린의 양방향 기계 주름 원단이다 주름, , . 

의 신축성으로 인해 착장법을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효율성과 다림질이 필요 없는 실용성을 높인 

작품이다 착장 방법은 다음과 같다 보라색 선은 . . 

절개선이며 부위는 허리선으로 고무밴드를 , f 0.5cm 

봉제하여 허리선을 잡아준다 직사각형 패널을 반으. 

로 접고 와 는 봉제하지 않는다 와 는 b g 32cm . b g

착장시 암홀이 되기도 한다. 

은   Figure. 47 패턴으로 분홍선은 봉제되지 않는  

부위이며 착장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를 목에 걸치고 암홀 에 팔을 끼우고 숄  , b d , 

칼라 형태로 모양을 잡고 뒤로 늘어뜨려 끝자락을 

엉덩이 부위에 핀과 같은 도구를 이용해 고정한다

(Figure. 48) 둘째 를 왼쪽 어깨에 끼우고 인 암. , g d

홀 개를 포개어 다시 왼쪽 어깨에 끼운다2 (Figure. 

49) 셋째 에 한 팔 끼우고 패널을 목에서 한 바. , b

퀴 돌려 맞은편 에 끼운다g (Figure 50) 넷째 를 . , b

가슴선까지 올려 입고 다시 를 가슴선까지 입는다g

(Figure 51) 다섯째 를 목에 걸치고 양팔을 암홀. , b

에 끼운 후 뒤로 늘어뜨려 반대편 를 스커트처럼,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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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7. Pattern of Work (1: 25 Redution)Ⅱ Figure 48. 

Transformation no. 1

Figure 49. 

Transformation no. 2

Figure 50.

Transformation 

no.3

Figure 51.

Transformation 

no.4

Figure 52.

Transformation 

no.5

Figure 53.

Transformation 

no.6 

Figure 54.

Transformation 

no.7

입는다(Figure. 52) 여섯째 를 스커트처럼 입고 . , g

양쪽 암홀 를 겹쳐서 한 쪽 어깨에 걸친다d (Fig. 

53) 일곱째 에 목을 끼우고  뒤로 늘어뜨린 후. , b , 

반대편 를 스커트처럼 입는다g (Figure. 54) 이외에. 

도 다양한 착장법으로 응용하여 입을 수 있다. 

결론. Ⅳ

패턴 없이 주로 직사각형이나 삼각형을 이용하여   

옷을 완성하는 과거 전통의 의복들 즉 키톤 사롱, , , 

사리 등은 한 장의 천으로 재단하는 으로 , whole cut

제작되었다 과거 복식사와 민속복에 나타난 .   

의 의복을 권의 관두의 통형의 요의 체whole cut , , , , 

형의로 분류하여 디자인과 착장 방법을 살펴보았다.

권의형에는 이집트시대의 로브와 숄 그리스의 도리, 

아식 키톤과 히마티온 로마시대의 토가와 팔리움, , 

인도의   사리가 이였으며 관두의에는 칠whole cut , 

레의 판초 볼리비아의 아이마 페루의 판초 멕시코, , , 

의 케스케미틀 네팔의 쿠흠 라리가 이에 해당했다, . 

통형의는 세기의 튜닉 요의에는 고대 이집트의 4 ,  

요포 인도네시아에는 카인 판쟝과 사롱 인도의 도, , 

띠 네팔의 파리야 타이의 파능 파신과 파 츙카, ,  , 

벤 말레이시아의 사롱 미얀마의 론지 멕시코의 인, , , 

레도 페루의 폴레라 스코틀랜드의 남성 민족의상, , 

인 길드 모직물의 장방형의 포가 해당되었다 그 외 . 

복식에는 네팔의 카디 중국의 양파두 생리용 들것, , 

형 밑가리개 볼리비아 숄 프랑스 라룬스의 카플렛, , , 

부탄의 숄 등에서 이 나타났다 이러한 재whole cut . 

단은 세기 초에 이르면서 활동성도 고려 할 수 있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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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대적 디자인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whole cut

의 디자이너에는 마리아노 포츄니 이세이 미야케,  ,  

레이 가와쿠보 줄리안 로버츠 와타나베,  ,  준야, 에

바 디 프란코, 홀리 맥 퀼란, 이사벨 토레도, 메종 

라비 카이루즈 등이 있었다 그들은 직사각형 패널 . 

을 있는 그대로 활용한  은 물론 단순한 whole cut , 

과거의 재단법에서 탈피하여 플리츠 스모킹 립 밴, , 

드 오리가미 절개법 썹트렉션 커팅 등, , , whole cut 

의 다양한 방법들로 인체에 밀착시키기도 하고 여유

로운 드레이프를 만들며 인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

였다 환경 친화적 은 지구에 해로운 이산. whole cut

화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하고 봉제와 절개로 인한 에

너지 인력 및 시간적 소모를 줄일 수 있다 나아가 , . 

영국의 이나 브랜드처럼 버려Goodone unky Styling 

진 의류나 천을 수거하여 새로운 디자인으로 창조하

는 작업에서도 은 절개되지 않은 넓은 원whole cut

단을 제공할 수 있어 리사이클링에서도 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사각 패널을 이용한 디자인은 사물과   whole cut 

에너지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재활용에 의한 순환에

서도 가능성을 최대화할 수 있다 또한 사각 패널을 . 

모두 활용함에 있어서 기존의 서구 패턴 즉 몸에 , 

밀착된 패턴의 틀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접근으로 새

로운 조형미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 whole cut 

디자인 과정에서 은 자유로운 다트나 절whole cut

개선 사용이 제한적이여서 체형의처럼 인체의 곡선

을 드러낼 수 없는 디자인이 대부분이였다 이에 . 

이지만 최대한 체형의에 가까운 디자인을 whole cut

개발하였고 디자인 가능성을 검토하고 가장 단순하, 

지만 다양하게 연출하여 착장할 수 있는 효율성과 

가변성을 높인 작품을 디자인하고 제작하여 가지의 7

변형 착장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가변성은 현대인. 

들이 한 벌로 여러 벌의 효과를 나타내고자 하는 효

율성과 플리츠 처리된 소재의 특성상 생활 주름이 

생기지 않는 편의성을 만족시킬 수 있다 그 외 착. 

장법은 추후 더 논하기로 하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

들과 기업들이 환경을 더 깊이 인식하게 하고 제로 

웨이스트 패션을 좀 더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한 방

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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