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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modular design 

observed in Korean traditional clothing. Modular design, which is one of the 

noticeable characteristics of modern fashion design emerged in the 20th 

century. This study analyzed the Korean traditional culture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that show similarities to the modular system in design. A 

traditional Korean house is composed of small structures called 'chae'. A 

traditional Korean building is composed of a basic unit space called 'kan', and 

the rooms are divided and recombined. Korean traditional interior design shows 

furniture, bedding and art works that could be used, folded then stored. 

Korean cuisine is served in combination with small dishes. Korean letters are 

combined in square shaped form to make writing and printing easy. Korean 

traditional clothing has a way of washing where clothing are disassembled, 

washed and then re-stitched. The pattern pieces are made to be rectangular 

shaped so that the fabric pieces can be kept in shape during washing. The 

rectangular shaped pattern pieces can be replaced and reused after washing. 

Tops and bottoms could be interchanged for color-coordination, because the 

shapes of the clothing were standardized. These features exhibit modular 

system in Korean traditional clothing design. Modular system design has 

common characteristics which have basic modules, pursue practical purpose, 

have interchangeability adapted to circumstances, and could be disassembled 

and re-combined. Korean traditional clothing illustrates different ways of 

practicing modular system, but has some common features to contemporary 

modular fashion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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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한국 전통문화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세계인들의 관심을 받

으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전통 의복 . 

디자인의 특성 탐구도 패션 디자인의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현대 패션 디자인에 나. 

타난 주요 현상 중 하나인 모듈러 시스템의 특성을 이해하

고 한국 전통 문화와 전통 의복의 고유한 특성에서 이와 , 

유사한 특성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 

를 통해 한국 전통 의복에서 모듈러 시스템이 중요한 디자

인 원리로 존재하였음을 밝히고 이러한 디자인 특성이 현대 , 

패션 디자인에 응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모듈러 디자인에 관한 국내외 전문 서적  

과 학술지 논문을 선별 조사하였고 모듈러 디자인의 현황이 , 

반영된 인터넷 자료을 참고하였다 또한 한국 전통 문화와 . 

의복에 관련된 전문 서적과 학술지 논문의 자료를 찾아 분

석하였다 현대 패션에서 모듈러 시스템의 개념이 인식되고 . 

표현되는 방식을 고찰하고 한국 전통문화에서 이와 유사한 ,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디자인을 찾는 시도를 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한국 전통 생활양식을 보여주는 주거 문화  

와 음식 문화 문자 등 인간의 사고방식을 반영한 문화 산, 

물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한국 전통 의복 중에서 특수한 의, 

복은 제외하고 한국인의 사고방식을 반영했을 가능성이 높

은 가장 대중적인 저고리 치마와 바지를 중심으로 구성방, 

법 관리방법과 착용방법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

이론적�배경II.�

모듈러�디자인 의�개념1.� (modular� design)

Figure� 1.� Phonebloks,� 2016
(Elin, 2015)

Figure� 2.� Transformer� Glasses,� 2016
(Elin, 2015)

Figure� 3.�Modular� Smart�Wrist� Band,� 2016
(Elin, 2015)

사전적 의미로 모듈 이란 교과목 단위 특히 영국 (module) ‘ , 

대학에서 한 교육 과정의 일부가 되는 단위 라고 설명하고 ’

있으며 또한 기계 가구 건물 등을 구성하는 규격화된 조, ‘ , , 

립 부품 이라고 설명한다 모듈러’ (Hornby, 2008). (modular)

는 교육 과정이 여러 개의 개별 단위로 되어 있어서 학생‘

들이 몇 개씩 선택할 수 있는 또는 기계 건물 등이 규격’ ‘ , 

화된 부품을 조립하여 만둘 수 있는 모듈식의 라고 설명하’

고 있다(Hornby, 2008).

모듈러 란 단어는 건축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modular)

데 건축에 쓰이는 수치를 작은 것에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 ‘

수치의 수열을 정하여 건축 각부의 치수를 이것에 맞추는 

것으로 건축의 공업화에는 극히 효과적이다 라고 설명하고 .’

있다(Dongbang Design Books Development Institute, 

모듈러 라는 단어는 컴퓨터 인터넷 분야에2006). (modular)

서도 많이 사용되는데 하나로 일괄하여 하나의 부품처럼 , ‘

취급하는 것으로 모듈 방식 또는 그대로 모듈러 라「 」 「 」

고 해석된다 예를 들면 작은 기판 상에 임의의 기능 단위. , 

를 모듈화한 패키지를 모듈이라고 한다 고 설명된다.’

(Computer Internet IT Dictionary Compilation 

모듈러 시스템은 스마트 기술에 적용되Committee, 2011). 

어 폰블럭 과 같은 모듈형 스마트 기기에 이용(phoneblocks)

된다 스마트 기기가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되기 (Figure 1). 

위해서 부분적으로 교체 가능하고 업그레이드가 용이한 모

듈러 구조가 요구된다 이러한 구조는 스마트 기기를 인간이 .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패션 디자인에 적용되어 모듈러 

패션 이라고 불리기도 한다(modular fashion) (Figure 2, 

Figure 3).

모듈방식 이라는 단어는 시스템의 부품들이   (modularity) ‘

분해되고 조립되어 가변성과 다양한 기능을 얻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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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이라고 설명되며 다양한 분야에서 유사한 개념을 설명하’

는데 사용된다 모듈러 디자인("Modularity", 2018). (modular 

은 표준화된 모듈을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조립하여 design)

사용하는 디자인으로 반 맞춤형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 ) 半
다.

현대�패션에�나타난�모듈러�시스템과�선행연구2.�

현대 패션은 변화하는 다양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

성을 위해 의복을 변화 가능하며 분리하고 조합할 수 있도, 

록 단위 체계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러한 특성은 현대 패션 디자인의 변화에 지속적으로 적용되

어 왔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모듈러 시스템을 채택하게 된 , 

것으로 이해된다.

은 현대 패션을 비연속적 이라  Bolton(2002) (discontinuous)

고 정의하며 일과 쇼핑 운동 사교생활을 각각 다른 장소, , , 

에서 이행하며 이들을 위해 각각 다른 종류의 의복이 요구, 

된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레저웨어 직장용 정장 스포츠. , , 

웨어 사교모임을 위한 의복이나 이브닝웨어 등 다른 종류의 , 

의복들이 한 사람에게 필요하며 하루에 다른 종류의 옷들을 , 

몇 차례 갈아입을 필요가 있기도 하다 이러한 도시 생활의 . 

복잡한 상황에 적응 가능하도록 많은 디자이너들이 의복의 

모듈러 시스템을 추구하게 되었다 상의 바지 치마 등이 . , , 

한 벌로 되어 있지 않고 각각 따로 자유로운 스타일링을 할 

수 있는 의상을 의미하는 세퍼레이트 는 제 차 ‘ (separates)’ 1

세계대전 이후 활동성과 실용성이 강조된 의상이 중요해지

면서 대중화되기 시작하였다(Fashion Professional 

Encyclopedia Compilation Committee, 1997). 한 벌의 세트 

개념이던 근대의 서양 여성복에서 단품으로 이루어진 세퍼

레이트의 등장을 현대 패션의 중요한 변화로 설명하고 있다.

Figure� 4.� Patrick� Cox� 2000� S/S� ‘Pieces’� Collection.
(Bolton. 2002, p. 28)

  

는 년 가 뉴욕에서 발표한 Milbank(1989) 1924 Berthe Holley

컬렉션에서 적은 의상으로도 많은 코디네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단품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의상을 발표하면서 세퍼레

이트가 시작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년 . 1934 Claire 

은 가지 아이템으로 이루어진 시스템 구성인 McCardell 5

“5-piece system of interchangeable wool jersey separates”

를 발표하며 사무실에서 오페라까지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이, 

라고 소개하였다 은 년에 (Bolton, 2002). Donna Karan 1985

이라는 주제의 으로 “Seven easy pieces” Essentials collection

검정색 스트레치 소재의 정장을 제시하고 믹스 앤 매치, ‘

가 가능하며 과도한 디테일 없이 단순한 (mix & match)’ , 

스타일로 동시에 여러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커리어우먼들, 

에게 유용한 옷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여러 (Kwon, 2012). 

디자이너들이 을 시도하‘co-ordinated system of dressing’

였으며 세퍼레이트의 등장은 세기 혁명으로 평가된다, 20

서양의 전통적 여성복은 한 벌의 개념으로 (Bolton, 2002). 

이루어져 왔으며 세기에 들어서 세퍼레이트의 개념이 발, 20

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세퍼레이트는 믹스 앤 매치에 의한 . 

레이어링 이 가능하며 이러한 착용방법은 착용자‘ (layering)’ , 

가 스스로 부분적 의복을 조합하여 원하는 스타일로 전체적 

디자인을 창조한다는 면에서 모듈러 시스템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한 사람에게 더욱 다양한 역할이 요구되는 환경에서 모듈  

러 패션디자인은 세기까지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다21 . 

의 는 여러 조각으로 이어진 Patrick Cox ‘Pieces’(Figure 4)

한 벌의 옷으로 환경의 변화에 따라 부분적으로 일부분을 

떼어내거나 붙임으로써 긴팔 자켓에서 반팔 자켓으로 또한 , 

반팔 자켓에서 베스트로 변화시켜 착용할 수 있는 더욱 세

분화된 모듈러 시스템 디자인이다 스마트 기기가 필수화된 . 

환경으로 인하여 패션에 있어서도 스마트 기기와 결합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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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searches� on� Modular� System� in� Contemporary� Fashion� Design

Authors Key�Words� of� Modular� System� Fashion� Design

Kim, Y., & Lee, J. (2009)
ubiquitous fashionable computer, wearable computer,  modules & wearnet, 

detachable, modular system

Hur, E. (2015) sustainability,  participatory design, fashion, modular textile design

Lim, S., & Lee, J. (2012)
economical efficiency, convenience, promptitude, adaptability, functionality, 

creativity

Son, S. (2012) modular systems, multi-function, air-containing jacket, mobility

Yang, H., (2008) modular system, layering system, combine system, lego system

Yun, J., & Lee, Y. (2014a) diversity, extensibility, modular system, simplicity, variability

Yun, J., & Lee, Y. (2014b)
modular system, assembling structure, overlapping structure, arrangement 

structure, inserting structure, folding structure

복 디자인 이 요구된다 이렇게 나타난 (wearable technology) . 

는 탈부착이 가능UFC(Ubiquitous Fashionable Computer)

한 모듈러 시스템을 적용하여 가변성과 다목적성을 보완하

도록 구성되어 개발되고 있다 태양광전(Kim & Lee, 2009). 

지와 충전모듈을 장착하여 적극적인 체온조절이 가능한 스

마트 의복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Yi & Kim, 2015), 

나아가 의료 서비스가 가능한 유비쿼터스 헬스케어

기능을 가진 모듈을 장착하여 건강(ubiquitous healthcare) 

관리 기능을 탑재할 수 있는 의복의 개발 연구도 활발히 이

루어지고 있다(Kweon & Sohn, 2017).

세기 서양 패션에 등장한 세퍼레이트에서 시작하여 발  20

전한 현대 모듈러 시스템 디자인의 특성은 모듈러 패션에 

관한 기존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디자인의 특성과 

일치되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현대 패션에 나타난 모듈러 . 

시스템에 관한 기존 연구들의 키워드를 정리하면 과 Table 1

같다 기존 연구들에서 모듈러 패션 디자인은 단순한 형태. 

를 가진 모듈 이라는 기본단위로 구성되(simplicity) (module)

어 있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실용적인 목적, 

으로 디자인되었다는 점이 경제성(economical efficiency), 

지속가능성 편의성 기능성(sustainability), (convenience), 

이동성 등의 단어로 설명되고 있(functionality), (mobility) 

다 분리와 재조합이 가능한 구조적 특성을 가진 점이 탈부. 

착가능 결합 조립구조(detachable). (combine), (assembling 

레고 시스템 등의 단어로 설명되고 structure), (lego system) 

있으며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여 착용자에 의한 변화가 가능, 

한 특성은 적응성 다기능성(adaptability), (multi-functional), 

가변성 창의성 참여디자인(variability), (creativity), 

등으로 설명된다 재조합의 방법은 배(participatory design) . 

열 겹침 포개짐(arrangement structure), (layering system), 

끼워넣기 접기(overlapping structure), (inserting structure), 

확장 등의 다양한 방법으(folding structure), (extensibility) 

로 조명되고 있다 이러한 근거로 현대 패션 디자인에서의 . 

모듈러 시스템이란 단순한 형태를 가진 기본단위가 되는 ‘

모듈이 존재하고 실용적인 목적을 가지며 모듈의 분리와 , , 

재결합이 가능한 구조이며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여 그에 따, 

른 필요한 기능을 위해 변화가 가능한 특성 을 가진다고 정’

리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이 한국 전통 생활문화에서 어떠. 

한 방식으로 디자인에 나타나고 있는지 장에서 고찰해 보III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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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문화에�나타난�모듈러�시스템�특성III.�

한국인들의 기본적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한국 전통 

생활문화의 여러 영역에서 작은 기본 단위들을 조합하여 

전체를 이루는 모듈러 시스템의 구성을 가진 디자인을 찾아 

고찰하였다 한국 전통의 의식주 문화 전반에 걸쳐 모듈러 . 

시스템 특성이 나타난 디자인을 찾을 수 있었으며 한국의 , 

문자인 한글에서도 이와 유사한 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국�전통�주거문화의�모듈러�특성1.�

한국의 전통 주거문화는 고유한 건축 양식과 함께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인식된다 한국의 전통 주거문화를 주택의 . 

전체적인 구성 건축물의 내부 구조 방 꾸밈의 방법의 , , 

관점에서 모듈러 시스템적 특성을 찾아 고찰하였다.

1) 한옥 건축물의 모듈러 구성 

전통 한옥은 작은 건물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양의 . 

주택이 커다란 한 채의 건축물로 지어진 것과는 건축 

구성에 대한 개념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의 . 

주택은 채 라는 건축물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졌다 비교적 ‘ ’ . 

규모가 큰 중상류층의 주택에서는 문간채 사랑채 안채, , , 

사당채 등의 여러 채의 독립된 건축물들이 용도와 사용하는 

집안 구성원들의 지위에 따라 배치되었다(Lee, 2002).

세기말에 건축된 경복궁의 구조를 보면 광화문 흥례문  14 , , 

근정문 근정전 사정전 강녕전 교태전이 모여 함께 궁궐의 , , , , 

핵심 공간을 이루며 기하학적 질서에 따라 대칭적으로 , 

건축되었으며 중심부를 제외한 건축물들은 비대칭적으로 , 

Figure� 5.� Gyeongbokgung� Palace�Map
(www.royalpalace.go.kr)

Figure� 6.� Palace� of� Versailles�Map
(www.chateauversailles.fr)

배치되어 변화와 통일을 보여준다(Gyeongbokgung Palace, 

다양한 기능을 위한 적절한 크기의 건축물들이 서로 2018). 

어우러져 전체적인 궁의 구조를 완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럽 궁전 건축을 대표하는 세기에 (Figure 5). 17

지어진 프랑스의 베르사이유 궁전은 규모가 큰 메인 건축물 

하나를 중심으로 정원과 부속 시설들로 이루어져 있어 한국 

건축과는 공간 구성에 대한 개념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옥은 작은 건축물들이 하나의 단위가 (Figure 6). 

되어 필요에 따른 용도로 각각 사용되고 전체가 모여 

하나의 집과 궁이 된다는 점에서 모듈러 시스템의 특성을 

가졌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2) 한옥 내부의 모듈러 구조 

조선시대의 주택을 서양주택과 비교해볼 때 두드러진 평면 

구성상의 특징은 규격화이며 이것은 칸의 개념으로 설명할 , 

수 있다 조선시대의 건축물은 칸 이라는 기본 단위의 조합. ‘ ’

으로 이루어져 있다 칸이란 기둥과 기둥 사이 (Sung, 2011). 

또는 네 기둥으로 구성되는 하나의 모듈화된 그리드이며 기, 

둥과 보는 칸이라는 건축적 모듈을 형성하였다(Chun, 

이러한 칸의 조합으로 여러 단위의 공간이 군집을 1996). 

이루는데 이때 공간이 언제든 바뀔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 

을 발견할 수 있다(Yim, 2005).

공간을 분할하는 방법 중 주요 역할을 하는 것이 장지문  

이다 장지문은 방과 방 사이 마루 사이에 칸을 막아 끼우. , 

는 문을 의미한다 방과 대청 사이의 장지문은 필요에 따라 . 

들어 올려 매달기도 하는데 이를 들장지라 부른다 이러한 , . 

문이 방과 방 사이에 있으면 샛장지라 부른다(The 

장지문은 연이어진Academy of Korean Studie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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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Asan�Maesasung� Old� House
(Yim, 2005, p.54)

Figure� 8.� Room� Furnishing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n.d.)

Figure� 9.� Lacquered� Low-Table,� 17c
(Yoo, 2011, p. 213)

방을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큰 방이 필요할 . 

때는 샛장지를 모두 열거나 혹은 떼어내고 들장지를 들어 , 

올려 천장에 매다는 방식으로 공간의 크기를 바꾸어 

활용도를 높였다 이러한 방법은 방이라는 공간을 (Figure 7). 

하나의 기본 단위로 인식하고 문이 닫힌 상태의 방들이 , 

각각의 용도로 사용되면서 동시에 작은 여러 방들이 서로 

결합하여 새로운 공간으로 재창조되어 또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칸이라는 기본 . 

단위가 모여 방을 이루고 방이 하나의 모듈이 되어 방들의 , 

결합에 의해 다양한 조합을 이루고 전체적으로 큰 하나를 , 

이루며 다시 분해되어 각자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 

모듈러 시스템을 가진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3) 한옥 방 꾸밈의 모듈러 구성 

한국 전통 주거를 방 꾸밈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가구와 침

구 등 생활용품의 사용 방법에서 접어서 보관하고 사용 시

에 다시 재배치하는 방식을 주로 이용한 것을 발견할 수 있

다 한국의 전통 상 은 사용 시 원하는 위치에 (Figure 8). ( )床
배치되었다가 사용하지 않을 때는 위치를 옮겨 보관하는 방

식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음식을 먹을 때 쓰는 작.  

은 상인 소반 은 비교적 작은 크기이며 가벼운 재질로 ( )小盤
제작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하였다(The National Folk 

은 책을 읽을 때 쓰던 Museum of Korea, 2011). Figure 9 

경상 으로 접이식 구조를 가지고 있어 접어서 보관하( )經床
거나 이동하여 사용하는 생활방식이 반영된 것으로 추측된

다 병풍 은 접이식으로 이루어진 서화 로 필요에 . ( ) ( )屛風 書畵
따라 접거나 펼쳐서 장식의 효과를 주거나 공간을 분리하여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기도 한다 서화를 장식하는 (Figure 8). 

방식에 있어서 서양의 액자 방식과 달리 병풍 형태로 접거, 

나 족자 형태로 말아서 부피를 줄여서 보관할 수 있는 방식

을 택한 것을 알 수 있다(Figure 10).

침구류도 서양의 침대와 달리 접이식 사용방법이 이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부자리의 경우 사용할 때는 펼쳤다가 .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접어서 보관하여 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방석과 돗자리도 이와 (Figure 11). 

유사한 방식으로 사용되는데 쌓아놓았던 방석들을 펼쳐놓으, 

면 손님을 위한 자리 배치가 되고 실내나 실외에서 돗자리, 

를 펼쳐서 바닥에 깔면 그 공간이 무대로 사용되거나 손님 

대접을 위한 새로운 공간 설정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의 공간은 한 가지 용도(Figure 12). 

로 한정되지 않고 병풍과 돗자리 방석 침구 상 등의 도구, , , , 

를 이용하여 용도에 맞는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며 생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서양의 방 꾸밈이 한 공간을 가구. 

와 소품으로 채우는 방식이며 한번 배치되면 이동이 없는 

편인데 비하여 이러한 한국 전통 방 꾸밈은 작은 가구와 , 

생활용품을 모듈로 하여 분리되었다가 필요에 따라 재조합

되어 공간을 새롭게 창조하는 모듈러 시스템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전통�음식문화의�모듈러�특성2.�

한국 전통 식문화에서도 개별적 단위가 조합되어 전체를 이

루는 모듈러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 전통의 상차림 . 

방법은 개별적인 반찬들을 담은 작은 그릇들이 상 위에 놓

여 동시에 제공되어 취향에 따라 골라 먹을 수 있는 공간‘

전개형 이라고 설명된다 여러 개의 작은 그릇’ (Choi, 2010b). 

들이 상 위에 조합을 이루어 배치되어 제공된다(Figure 13). 

작은 그릇들에는 각각 한 가지 음식이 놓여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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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Scroll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n.d.)

Figure� 11.� Bedding

(Lee, 1994, p.91)

Figure� 12.� Giroseryeongyedo� by� Kim�
Hongdo

(Oh, 2003, p.71)

Figure� 13.� Korean� Food� Table�
Arrangement
(Han, 1998)

Figure� 14.� Bibimbap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n.d.)

Figure� 15.� Gujeolpan

(Han, 1998)

서양의 상차림이 메인 요리 에 몇 가지 음식이 (main dish)

함께 놓여 제공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하나의 요리가 순, 

서대로 제공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서양의 음식이 요리. 

사가 정한 조합으로 접시 위에 놓이고 서빙 되는 순서대로 , 

즐기는 방식이라면 한국 전통 상차림은 각각 개별적으로 그, 

릇에 놓인 다양한 음식이 동시에 제공되어 섭취자가 원하는 

조합으로 즐길 수 있는 서빙 방식이라고 이해된다 작은 반. 

찬 그릇들이 기본 단위가 되어 그들의 조합에 따라 다양한 

상차림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모듈러 시스템의 특성을 가

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대표적인 한식의 일품요리에서도 여러 식재료들을 취향에   

따라 조합하여 먹을 수 있는 방식을 가진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비빔밥은 다양한 채소와 고기 달걀 등의 식재료들을 . , 

일정한 크기로 잘라서 나란히 배열한 후에 섞어 먹는 음식

이다 요리하는 사람이 어떠한 재료들을 조합하(Figure 14). 

느냐에 따라 음식의 맛을 개성에 맞게 조절할 수 있고 먹, 

는 사람이 취향에 따라 재료를 가감할 수 있다 구절판의 . 

경우는 가지의 식재료를 일정한 사이즈로 자르고 같은 크9 , 

기로 분할된 그릇에 담겨 제공되어 음식을 섭취하는 사람이 

취향에 따라 식재료의 종류와 양을 조절하여 조합한 상태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요리라고 할 수 있다 규격(Figure 15). 

화된 식재료들이 기본 단위가 되어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된 조합으로 즐길 수 있는 요리라는 점에서 모듈러 시

스템의 특성을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글의�모듈러�특성3.�

한 문화권의 사고방식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화 산물인 

문자에서도 주거 문화와 식문화와의 공통된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독창적인 문자로 인정받는 한글의 구조. 

는 다른 문화권의 문자와는 달리 하나의 글자가 자음과 모, 

음 그리고 받침으로 구성되어 함께 조합되었을 때에 하나의 

글자를 이룬다 영어권 문자에서도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어 . 

단어를 형성하지만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어 하나의 , 

글자로 인식된다는 점이 다르다 에 따르면 한글. Lee(2003)

의 제자원리 의 특징이 모아쓰기 즉 합자 의 ( ) , ( )制字原理 合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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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Hangeul� Modules
(Lee, 2003, p.66)

원리라고 설명하며 훈민정음 해례의 오해일례 중 , ( ) 五解一例
합자해 에 한글의 첫소리 가운데소리( ) ( ), ( ), 合字解 初聲 中聲
끝소리 를 모아 음절 단위로 쓰는 합자의 원칙이 나타( )終聲
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글은 한 개의 단어를 완성시키기 이전에 미리 음절을   

완성시키고 이 음절의 조합으로 단어를 구성하는 음절 문자, 

이다 은 한글의 디자인은 정사각(Kang, 2011). Kang(2011)

형의 틀 안에 선과 점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글자를 이룬다

고 설명한다 이렇게 한글은 모듈 개념이 적용되(Figure 16). 

어 디자인되어 있어서 활자제작에서 경제성을 높일 수 있었

다 한글은 기하학적인 형태의 글자꼴을 사각형 (Lee, 2003). 

안에 조합하여 이루어지는데 한글은 글자체를 개발할 시점, 

에서 활자체를 고려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된다(Kim & 

한글의 자음은 로 이루어져 있으며Kim, 2005). , , , ○ □ △

모음은 의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 , ㆍ ㅡ ㅣ

며 이러한 이유로 현대의 스마트폰에서도 메시(Lee, 2003), 

지 입력에 사용하기 용이했다고 설명되기도 한다(Choi, 

이와 같이 자음과 모음이라는 단순한 형태의 기본 2010a). 

단위가 다양한 조합에 의해 글자를 이루고 글자들의 조합에 

의해 단어를 이루는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한글의 

구조는 모듈러 시스템의 특성이라고 이해된다. 

한국�전통�의복에�나타난�모듈러�시스템�특성IV.�

한국 전통 생활문화의 여러 측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

국 전통 의복에서도 모듈러 디자인이 적용되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의복 디자인의 구성과 제작과정 관리법과 착용방, 

법 전반에 걸쳐서 모듈러 시스템적 특성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는지 찾는 시도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한국 전통 세탁법. 

과 한복 패턴의 구성방법 의복의 착용 구성에서 모듈러 시, 

스템적 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국 전통 의복의 범위는 . 

많은 현대인들이 한국 전통 의복으로 인지하고 있는 조선 

시대 의복을 기본으로 하고 조선시대 의복의 원류로 볼 수 , 

있는 삼국시대 의복을 포함시켰다 백제와 신라의 의복은 시. 

각자료가 별로 남아있지 않으나 문헌기록에 의하면 삼국의 

의복이 매우 유사했다고 언급되어 있어 고구려 고분벽화를 

통해 볼 수 있는 의복 디자인으로 한국 고대의복을 추론해

볼 수 있으므로 의복이 비교적 상세히 표현되(Chae, 2017), 

어 있는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고구려 의복을 한국 고

대 의복으로 대표하여 고찰하였다.

한국�전통�의복의�세탁법1.�

문헌 기록에 의하면 청결함을 중시했던 조선시대 사람들은 

의복을 전통적으로 세탁 시에 봉제한 것을 모두 뜯어서 분

해하여 세탁을 하였다 처음 옷을 만들 때의 역순으로 옷을 . 

조각으로 뜯은 뒤 옷감을 두들겨 빨래를 하고 다시 옷을 , 

지을 때와 마찬가지로 바느질을 다시 하여 옷을 입었다. 

는 한복은 그대로 빠는 것이 아니라 뜯어서 빨Huh(2006) “

아야 하는데 라고 하였으며 은 조선시대 여인” , Kwon(2013) “

들은 착용했던 옷을 모두 뜯어 조각으로 세탁하고 풀을 먹

이거나 다듬이질한 뒤 반듯하게 정리한 조각들을 수집하여 

다시 의복으로 구성하였다 고 기록하고 있다.” . 

은 년 발표한 조선에 대한 기록에서 Lowell(1885/2001) 1885

단순한 선으로 재단된 옷은 빨래하는 일을 더 쉽고 효과적“

이게 했다 한 가지 까다로운 점이란 빨기 전에 옷을 모두 . 

뜯어야 한다 즉 옷을 이루는 모든 부분을 각각 분리해서 . 

빠는 것인데 마른 뒤에는 이 조각들을 모아서 본래대로 다, 

시 꿰맨다 빨래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 옷을 . 

짓는 일과 거의 다를 바가 없었다 고 기록하였다.” .

은 조선시대 전통한복은 옷감의 폭이 좁아서   Jung(2008) “

옷감의 푸서를 그대로 두고 제작하는데 이때 시접을 자르지 

않고 사각형이라는 핵을 단위로 하여 분화되고 증식 된다고 ”

하였다 시접을 여유 있게 주고 사각형 형태를 그대로 두어 . 

마름질하여 뜯어서 빨거나 사이즈를 늘리고 수선하기에 

쉽도록 고려하여 구성되었다 해체된 의복이 재구성될 때에 . 

체형의 변화에 맞춰 변형 가능하도록 시접에 여유를 두었다. 

또한 세탁 후에도 재생이 가능하도록 사각형의 직물 형태를 

유지한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인들이 의복을 완성된 상태의 . 

한 개체로만 인식한 것이 아니라 각 패턴 조각들을 , 

세탁하여야 할 대상으로 인식했으며 이러한 직물 조각들의 , 

조합을 의복으로 인식하여 의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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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된다 즉 한국인들이 직물 패턴의 조각들을 단위 . , 

모듈로 인식하여 그들의 조합으로 의복을 완성하여 

착용하는 개념을 가졌으며 세탁 전후에 분리와 재조합의 , 

과정을 거치며 그 과정에서 부분적 교체를 통한 변화가 , 

가능하므로 한국 전통의복을 모듈러 시스템을 가진 

디자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한국�전통�의복의�구성방법2.�

한국 전통 의복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단순한 직사각형의 조

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직사각형의 기본 조각들이 , 

블록과 같이 맞추어 이어지면서 전체적인 의복의 형태를 이

루어 재조합이 가능한 구성인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조선시. 

대 의복의 패턴을 살펴보면 에 나타난 여성 저고Figure 18

리 패턴과 의 남자 저고리 패턴 모두 직사각형으Figure 21

로 이루어진 조각들 위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의 치마는 완성된 모습은 입체감이 있지만 . Figure 25

Figure� 17.�Women's� Jeogori� Pattern

(Son, 1990, p.99)

Figure� 18.�Women's� Jeogori� Structure

(Son, 1990, p.100)

Figure� 19.� Goguryeo�Women's� Jeogori,� �
Anak� Tomb� No.3.� Diagram

(Chae, 2012, p. 19)

Figure� 20.�Men's� Jeogori� Pattern

(Son, 1990, p.179)

Figure� 21.� Men's� Jeogori� Structure

(Son, 1990, p.181)

Figure� 22.� Goguryeo�Men's� Jeogori,� �
Jangchon� Tomb� No.1.� Diagram

(Chae, 2012, p. 21)

  

패턴은 치마 부분 과 치마허리 부분(Figure 23) (Figure 24) 

모두 직사각형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바지의 사폭 부분. 

과 저고리의 소매와 섶 부분(Figure 26, Figure 27) (Figure 

에서 직물의 위사나 경사 방향이 아닌 사선17, Figure 20)

이 사용되었으나 최대한 직물의 위사와 경사 방향으로 재단, 

하는 구성을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구성방법으로 재. 

단 시 직물 자투리가 남는 부분을 최소한으로 줄인 것으로 

보이며 또한 옷을 분해하여 세탁하는 과정에서 올풀림을 방, 

지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완만한 곡선이 사용되는 배래. 

와 도련 부분도 현대에는 곡선을 따라 시접을 자르기도 하, 

나 조선시대에는 직사각형으로 재단하고 시접 처리는 접어 , 

넣는 방법으로 하여 뜯어서 세탁하는 과정에서 올이 풀리지 

않도록 하였다 재단 후에 (Hong, Kim, Kim, & Kim, 2007). 

남은 자투리 천은 사각형 조각으로 이루어진 보자기 즉 조, 

각보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 직사각형과 삼각(Lee, 2005). 

형의 의복 패턴 재단에서 남은 자투리 천은 직사각형과 삼

각형의 형태를 가지게 되어 조각보 디자인의 특성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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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Women's� Chima� Pattern

(Son, 1990, p.129)

Figure� 24.� Women's� Chima�Waist�
Pattern

(Son, 1990, p.130)

Figure� 25.� Daeran� Chima,� Diagram

(Kim, 1987, p.201)

Figure� 26.� Men's� Baji� Pattern
(Son, 1990, p.184)

Figure� 27.�Men's� Baji� Structure
(Son, 1990, p.183)

Figure� 28.� Jogakbo
(Huh, 2006, p.244)

다양한 직물의 자투리 조각들을 제작자의 미적 감각으로 창

조적으로 조합하여 독창적인 스타일의 디자인이 완성되었다

는 점에서 조각보도 모듈러 시스템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루

어졌다고 할 수 있다(Figure 28).

고대 한국의 의복 또한 패턴의 구조에서 직사각형을 기본  

으로 하는 단순한 형태로 구성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고. 

구려 벽화에 나타난 의복의 저고리는 전체적인 구성이 크고 

작은 직사각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져있으며 가선과 허리띠 , 

등의 부분 패턴도 거의 직사각형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저고리와 마찬가지(Figure 19, Figure 22). 

로 패턴의 일부에서 직물의 위사와 경사 방향이 아닌 사선

이 최소한으로 사용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치마와 바지의 . 

구조는 조선시대와 유사하게 나타난다 한국 고대 의복 패턴. 

에서는 조선시대 의복보다 더욱 곡선의 사용을 찾기 어렵다. 

고대부터 조선까지 한복은 평면적이고 단순한 기하학적 형

태의 패턴이 조합되어 전체적 형태를 이루는 특성이 이어져 

온 것을 알 수 있다 단순하고 평면적으로 구성되었지만 착. , 

용 시 입체감을 가지며 입는 사람의 체형에 따라 스타일이

달라지는 가변성을 가지게 된다 서양 의복에서 몸을 입체적. 

으로 인식하고 신체의 확장 개념으로 구조적인 형태를 재현

한 데 비하여 한복은 인체를 평면적으로 인식하고 추상화한 , 

형태로 디자인되었다 이는 서양복 구성을 도입(Yim, 2011). 

하여 변형된 신 한복이 직사각형의 패턴을 입체적인 패턴( )新
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과 비교하면 그 차이점이 

명확해진다 착용자의 체형에 딱 맞는 (Jeon & Wee, 2017). 

맞춤형 디자인을 추구하기 보다는 패턴 디자인을 단순화함, 

으로써 다양한 체형에 적응 가능한 구조를 추구한 디자인이

라고 사료된다 한복의 구성은 단순한 형태의 패턴 조각들이 . 

모듈이 되어 분리되고 재조합되는 것이 가능하고 체형의 , , 

변화에 따라 또는 재활용을 위해 패턴 조각의 교체와 재조

합이 가능한 구조를 추구한 모듈러 시스템을 가진 디자인이

라고 해석될 수 있다.

한국�전통�의복의�착용�구성3.�

한국 전통 의복은 저고리와 치마 저고리와 바지 등을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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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9.� Siheunghwaneohaengryeoldo� by� Kim� Hongdo,� 1795
(Oh, 2003, p.160)

Figure� 30.� Hoehonryedo,� Genre� Painting,� 18c
(Korea Creative Content Acency[KOCCA], 

2002)

색상과 소재의 한 세트로 디자인하기 보다는 색상의 조합을 

고려하여 믹스매치 하여 착용할 수 있도록 구(mix & match)

성되어 있다 세기 김홍도의 시흥환어행렬도 에 . 18 (Figure 29)

나타난 평민들의 의복을 보면 상의와 하의의 색상을 다르게 , 

구성하여 착용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세기 풍속화인 회. 18

혼례도 에서는 양반가의 특별한 행사에 많은 사람(Figure 30)

들이 다양한 색상으로 상하의를 조합한 코디네이션을 볼 수 

있다 한복의 상하의는 형태가 일정하게 유지되므로 색상이 .  

다른 저고리와 치마를 서로 바꾸어도 착용이 가능하다 이러. 

한 한국 전통의복의 저고리 치마의 코디네이션 방법은 앞서 ·

고찰한 현대 패션에 등장한 모듈러 시스템 특성을 가진 세

퍼레이트 의 개념과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separates) .

의 연구에 의하면 한복에서  Kang, Chu, and Paeng(2005)

는 디자인과 소재가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다른 디자인 

요소들 보다 배색이 갖는 의미가 크고 한복에서의 배색은 , 

저고리와 치마라는 상하의 배색이 기본이 된다고 설명한다. 

에 따르면 전통 한복은 신분에 따라 정해진 금Byun(2011) , 

색 이 있었고 일상복으로는 소색과 담색 푸른색을 즐( ) , , 禁色
겨 입었고 의례복으로는 고채도의 원색을 착용하였지만 제, 

한된 색상 내에서 가능한 다양한 배색이 이루어졌다 저고리. 

와 치마의 배색에서 유사한 색상을 사용하기 보다는 서로 

대비되는 색의 조합을 이용한 경우가 많아서 믹스 앤 매치, 

에 의한 상하의 교체 착용에 무리가 없었을 (mix & match)

것으로 보인다 깃 고름 끝동에는 몸판과 같은 색을 사용. , , 

하기 보다는 다른 색을 사용하였고 짙은 색으로 명도 대비

가 큰 배색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으므로 세탁 후의 재조, 

합 과정에서 해지기 쉬운 깃 고름 끝동 소재의 부분적 교, , 

체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이 한국 . 

전통의복의 코디네이션에 있어서 저고리 치마와 같이 의류의 ·

단품을 일정한 형태가 유지되는 기본 단위 모듈로 하여 상, 

황과 취향에 따라 서로 교체되고 재조합되어 착용이 가능하

며 저고리나 치마 중 하나의 부분적 교체를 통한 변화된 , 

코디네이션이 가능한 점에서 모듈러 시스템의 구성을 갖는 

디자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앞서 고찰한 세기 이후에 발전되어온 모듈러 방식이   20

적용된 현대 패션과 표현 방식에서는 차이점이 있지만 한국 , 

전통 문화와 의복 디자인에서도 모듈러 방식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디자인의 측면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국 전통 . 

의복 디자인과 현대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모듈러 디자인의 

발생 원인과 디자인 현상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와 Table 2

같다.

결론V.�

한국 전통문화의 특성과 함께 한국 전통 의복 디자인은 다

양한 측면에서 설명되고 있다 본 연구는 현대 패션 디자인. 

의 주요 현상 중 하나인 모듈러 시스템 디자인이 단순한 형

태의 기본 모듈로 이루어져있고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 분, , 

리와 재조합이 가능하며 환경에 적응하여 변화 가능하다는 , 

공통점을 갖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러한 특성이 한국 전통 , 



60 패션비즈니스�제 권� 호� � � � � � 23 1

Table� 2.� Characteristics� of� Modular� Design� Illustrated� in� Korean� Traditional� Clothing� &� Contemporary� Fashion

Characteristics Korean� Traditional� Clothing Contemporary� Fashion

Purpose

Clean maintenance

Various coordinations

Recycling possibility

Adaptation to varied roles

Various coordinations

Wearable technology

Design phenomena

Wash by pattern pieces

Rectangular patterns

Mix & match color-coordination

Separates; mix & match, layering

Multi-functional design

Detachable computer

의복 디자인에도 나타나고 있는지 고찰하였다 모듈러 시스. 

템의 디자인 특성이 한국 전통 생활문화의 여러 상황에서 

발견되었고 한국 전통 의복의 디자인에 영향을 주는 주요 , 

사고방식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발견한 한

국 전통 문화에 나타난 모듈러 특성은 다음과 같다.

한국 전통 주거문화에서 한옥은 작은 건축물들이 채 라는   ‘ ’

단위 모듈이 되어 조합을 이루는 구성이다 한옥의 건축물 . 

내부구조는 칸 이라는 기본 단위가 모듈이 되어 조합을 이‘ ’

루어 공간이 형성되는데 이러한 공간은 필요에 따라 떼어내, 

거나 들어 올릴 수 있는 장지문으로 새로운 공간 분할이 가

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한옥의 방 꾸밈은 가구와 침. , 

구 서화 가 사용 시 펼쳤다가 사용이 끝나면 접어서 , ( )書畵
보관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경우에 따라 재조합 재배치되, , 

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한국 전통 식문화는 상차림에서 개. 

별적인 반찬을 담은 작은 그릇들이 상 위에 동시에 놓여 제

공되어 원하는 조합으로 섭취하는 구성방법을 가지고 있다. 

일품요리인 비빔밥과 구절판에서는 여러 식재료들을 일정한 

크기로 잘라서 제공되고 이들을 취향에 따라 조합하여 즐기

는 시스템을 가진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의 문자인 한. 

글은 자음과 모음의 기본 단위가 조합에 의해 글자를 이루

고 글자들의 조합에 의해 단어를 이루는 시스템을 가지며, 

글자의 형태는 사각형이라는 규격 안에서 다양한 조합으로 

이루어졌다.

한국 전통 의복의 구조와 사용방법에서 발견된 모듈러 시  

스템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복의 전통적 세탁 방법은 . , 

봉제한 것을 모두 뜯어서 분해하여 세탁하고 바느질을 다시 , 

하여 입는 것이었다 한복의 패턴이 직물의 직사각형 형태를 . 

가능한 한 유지하여 세탁 시 올 풀림을 방지할 수 있었으

며 세탁 후 봉제 과정에서 사이즈에 변화를 주거나 부분적 , 

교체에 의한 재조합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둘째. ,

한국 전통 의복은 단순한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 

직사각형의 패턴 조각들이 모듈이 되어 조합되었을 때 전체

적인 의복의 형태를 이룬다 직사각형의 직물 조각은 재조합. 

하거나 조각보를 만드는 등 재활용이 용이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한국 전통 의복은 상의와 하의가 구분되. , 

어 제작되고 상하의가 서로 다른 색상으로 코디네이션 되는 , 

경우가 많아서 현대 패션에서의 세퍼레이트 개념으로 이해

되며 상의와 하의를 바꿔 입을 수 있는 믹스매치가 가능한 

디자인이다.

서양 패션의 관점에서 모듈러 디자인은 세기 이후에   20

나타난 미래지향적 개념으로 인식되지만 그 개념에 있어서 , 

한국 전통 의복과 상통하는 점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현대 패션에서의 모듈러 시스템과는 외형적으로 . 

다르게 표현되지만 단순한 형태의 기본 모듈이 실용적인 , , 

목적을 위해 모듈의 분리와 재조합이 가능한 구조이며, , 

환경에 적응하여 변화가 가능하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본 연구를 통하여 현대 패션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 

모듈러 시스템 디자인이 한국 전통 문화의 곳곳에 내재된 

생활방식의 일부였으며 한국 전통 의복 디자인에도 적용된 , 

방식이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국 전통 의복 . 

디자인의 특성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현대적 개념으로 , 

설명할 수 있는 특성을 발견함으로써 한국 전통 디자인이 

과거를 보여주는데 머무는 유물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 , 

적응하여 개발된 다양한 디자인 결과 중 하나로 이해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한국적 디자인의 특성에 관한 . 

더욱 깊이 있는 고찰을 통해 현대 디자인의 표현 방식과 

전통 디자인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연구가 

계속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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