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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is the important situation that the fashion industry is faced to enormous changes in 
the nation and worldwide market. To cope with this situations,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at the concept of fashion design and its process.

This study was conducted as followings:
1. Fashion design is the process of problem solving including the steps of understand

ing problem, visualizing the image of a design concept.
2. The systematic and intuitive approach is harmonized to solve the process of fashion 

design.
3. The step of understanding problem is consist of the analysis of environment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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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anation of problem, the determination of purposes, the definition of problem 
and the visualizing the image of a design concept.

4. In the step of the visualizing the image of a design concept, the intuitive 
approaches can be clarifies as the importance of start, the step by step process, 
the determination of a design concept, the fixations of an image, the image 
realization through real objects, the diminution a difference between a concept and 
a visualizing the image and the necessity of exercises.

I.서 론

우리 나라의 산업환경은 WTO 체제의 대두, OECD의 가입 등으로 인한 개방시대를 맞이하 

고 있으며, 패션 디자인 산업도 그 동안 정부의 보호아래 독점해왔던 국내 시장에서 외국 브 

랜드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전까지 우리 섬유 산업 분야의 특징은 값싼 

임 금을 바탕으로 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위 주의 저 가격 수출에 주력 하였 

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 임금 상승, 노사 분규, 시장 개방으로 인해 그 동안 추구해온 값 

싼 임금을 바탕으로한 저원가 전략이 사용될 수 없게 되었다. 품질과 디자인이 앞선 선진국 

제품이 국내에 수입되는 동시에, 풍부한 인력과 자원을 가진 동남아시아 및 중국의 값싼 제품 

이 세계 시장은 물론 국내 시장에도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소득 수준이 높 

아지면서 소비자들은 기능, 품질뿐 아니라 감성, 스타일 측면까지 중요시하고 있다.

현재는 이러한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패션 디자인 산업의 발전적인 전략을 

모색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한국 패션 디자인의 경우, 많은 수의 디자이너들이 세 

계 시장에 자신의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1997년 3월 10일부터 19일에 

개최된 파리 기성복 박람회에 이영희, 진태옥, 문영희, 홍미화 등이 참가하여 가을, 겨울 패션 

을 선보이고d, 젊은 디자이너들이 홍콩, 파리 등의 국제 무대에 자신들의 패션을 선보였다.》 

이와 같은 몇몇 디자이너의 경쟁력있는 패션 디자인 산업 전개외에 대부분의 디자인 현장을 

살펴보면 안타깝게도 외국 유명 디자이너의 작품을 그대로 모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나, 

국내 브랜드 중 판매가 잘 되는 제품을 빠른 시간안에 모방하여 내놓는 경우가 많고, 대기업 

을 선두로 외국 브랜드의 제품을 직수입하여 판매하는데 경쟁적인 실정이다. 경영상의 이유 

로 외국의 디자인을 수입할 경우, 이는 한국 패션 디자인 산업의 지지 기반을 위협하는 위기 

상황으로 우리나라의 자체적인 디자인 개발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그 어느 때보 

다도 패션 디 자인의 발전을 위 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패션 디자인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한 주제에 대한 디자인 전개에 관한 논문"이 대 

다수이며, 보다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방법론에 관한 연구는 적은 편이다. 최근 도규희，〉가 형

1) 조선 일보. 1997 년 2월 26일. p. 19.
2) 1997년 1월 24일 홍콩에서 개최된 아시아 퍼시픽 영디자이너쇼에 강진영이, 1997년 1월 24일에서 27일까지 

개최된 파리 프레타포르테에 심상보, 박은경, 이경원, 박춘무가 참가했다. (섬유저널, 1997년 3월호, pp. 
126-9)

3) 조회래, 김영인. 색동을 응용한 한국적 디자인의 개발. 한국의류학회지. 20(5). pp. 718-727. 1996.
4) 도규희. 형태분석법을 이용한 의상디자인 전개과정의 방법론적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0(3). pp. 401- 

413.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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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분석법을 이용한 디자인 발상에 관한 일련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나 방법론에 관한 더 많 

은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패션 디자인의 속성 및 작업 특성에 대한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방법론에 관한 연구는 디자인 산업 발전에 필수적 이라고 하겠다.

본 연구는 패션 디자인의 특성을 밝히고자 우선 패션 디자인이 아이디어의 단순한 시각화 

가 아닌 종합적인 문제 해결과정임을 밝히고, 디자인을 전개시키는 접근 방법에 있어서 과학 

적, 예술적 접근 방법이 통합된 체계적, 직관적 접근 방법의 필요성을 밝힌다. 또한 디자인 

전개과정을 문제를 이해하는 단계, 해결안을 발상하는 단계, 대안을 평가하고 최선안을 선택 

하는 단계로 나눈 뒤 문제를 이해하는 단계와 해결안을 발상하는 단계에서 사용될 방법론을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디자인에 관한 논의는 산업 디자인 및 환경 디자인 및 패션 디자 

인에 관한 문헌연구와 기존의 조사 연구된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되 었다.

n. 문제 제기를 위한 패션 디자인에 대한 이해

1. 패션 디자인의 속성

패션 디자인을 언급할 때 일반적으로 완성된 디자인의 시각적이고 조형적인 측면이 우선하 

여 인식되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는 패션 디자인의 일부분만 부각된 것이며, 

패션 디자인이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반적인 기획, 종합적인 문제해결과정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좋은 디자인을 만들어내기 위한 시발점이 된다고 하겠다.

패션 디자인의 속성을 이해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디자인 용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디 자인(Design) 이라는 용어는 현재 패션 디자인, 도시 디 자인, 시 각 디 자인, 건 

축 디자인, 시스템 디자인 등 다양한 범위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 용어가 일상적으로 널리 사 

용된 것은 1920〜1930년대에 유럽에서 모던 디자인(Modern Design)의 개념이 성립된 이후 

의 일이다.

본래 디자인은 '표시한다'라는 의미의 라틴어인 Designare, '밑그림을 그리다, 소묘하다'라 

는 의미 의 이탈리 아어인 Disegno, '목적, 계획'을 뜻하는 프랑스어인 Dessein에서 유래 했다. 

이 말을 번역하면 기획, 계획, 초안, 구상, 도안, 밑그림, 설계, 의장 등의 의미가 있지만 그 어 

느 낱말도 디자인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충실히 전해주지 못해 '디자인'을 그대로 쓰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주목할 점은 디자인의 기본적인 의미는 기획 내지는 설계라는 점이다. 

즉, 어떤 일정한 목적을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일련의 행위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인 디자인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여러 의미로 나누어진다£

• 어떠한 행동의 계획을 발전시켜 나가는 프로세스

• 목적에 합치되는 조형 과정을 일관하는 계획, 즉 조형 계획

• 사회에 속한 인간의 물질적, 정신적인 욕구에 대해 구체적인 환경을 만들어 적응하는 과 

정

• 제품을 창조하여 가치를 낳는 계획 활동, 즉, 인간 생활에 유용한 물건을 만드는 조형 활 

동

5) 조동성, 이동현.「디자인 디자인산업 디자인정책」. 디자인 하우스. p. 15-16. 1996.
6) 임 연응.『현대디자인론」. 학문사. p. 11.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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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요약하여 디자인을 정의하면 "인간 생활의 목적에 따라 실용적이고 미적인 조형을 

계획하고 이를 표현하는 것, 즉 실용적이고 미적인 조형의 가시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디자인이란 단순히 시각적이고 조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를 이루어내기 위한 목표의 

설정, 계획, 종합적인 문제해결과정으로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패션 디자인이 포함되는 제품 디자인의 목표는 어떤 목적을 향해 계획을 세우고 문제해결 

을 위한 사고와 개념을 가시적이고 촉각적인 매체로 표현하여 유통시킴으로써 인간의 정신 

적, 물질적인 욕구를 최대한 만족시키는 인공적 환경형성을 도모하는 창조적인 활동a 이라 할 

수 있다.

Tate©가 제시한 성공적인 패션 디자인의 세 가지 측면을 살펴보면 패션 디자인의 속성을 

좀더 분명하게 밝힐 수 있다. 첫째, 소비자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소비자의 나이, 

분위 기, 상황, 라이프스타일 등에 적 합하여야 한다. 즉, 디자인한 의복을 착용할 소비자에 대 

한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고 디자인 전체 과정에 이러한 착용자 요인이 반영될 수 있 

어야 한다. 둘째, 가격에 상응하는 상품가치를 지녀야 한다. 소비자는 의복의 가격을 기준으 

로 하여 그에 상응하는 기대수준을 가지게 되는데 이에 적합한 형태와 품질 등을 지녀야 한 

다. 셋째, 미적인 측면으로 디자인, 색상, 장식 등이 착용자의 외관이 돋보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복식에서 표현되는 미란 해당 시즌에 유행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므 

로 유행흐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루엣 색상, 소재의 전개가 필요하다고 하겠 

다. 이러한 측면을 포함하는 디자인이 성공적이라 할 수 있으며, 패션 디자인이라 하면 위의 

속성들이 계획, 기획, 문제해결과정을 통해 일관되게 해결되어야 한다.

2. 디자인 작업 특성 : 예술적 접근과 과학적 접근

디자인 속성에서 디자인이란 문제 해결과정이며, 계획, 기획이라 하였는데 이를 실행하는 

접근 방법에 있어서 디자인 작업의 특징은 상상력이 요구되고, 미적인 조형 연습이 필요하며, 

현재 당면한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미래에 사용될 해결안을 제시하는 예술과 과학이 통합 

된 접근방법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디자인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미술의 한 응용 분야이고 미술적인 재능이 디자이 

너의 필수적인 조건으로 여기는 정도이다.》이러한 이유는 우리의 현대 디자인 형성이 실질적 

으로 1960년대부터 이루어졌으며, 미술 대학 내에 응용미술과, 생활미술과, 도안과 등이 생기 

면서 외국의 진보적인 디자인 교육에 비해서 순수 미술 교육의 테두리 가운데서 위축되어 왔 

기 때문이다그러나, 미술적인 조형감각과 더불어 디자인 전체 과정에 있어서 문제해결을 

위한 체계적이고 이성적인 접근이 동반되어야 하겠다.

디자인은 예술과 과학의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으며 이 두 분야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보 

다 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디자인은 예술적인 창조능력과 과학적인 접 

근 방법에 의존하며 그 행위는 예술과 과학이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영역의 어느 한 지점에 

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디자인에 있어서 예술적인 창조 능력과 과학적인 접근 방법은 절대적

7) 조동성, 이동현(1996). 앞의 책. p. 22.
8) Tate, Sharon L. TInside Fashion Design^. Harper & Row. p. 106. 1989.
9) 임연웅.『디자인 방법론 연구』. 미진사. p. 17. 1994.

10) 정시화.『현대디자인 연구』. 미진사. PP. 271-277. 1995. 

-74 -



인 개념보다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예술과 과학은 각 분야가 공통 

적으로 창조 능력과 접근 방법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며, 창조 능력과 접근 방법은 상호의존적 

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디자인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디자인 개발 

은 독창적인 아이디어의 발상과 합리적인 문제 해결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 

서 볼 때, 독창적인 아이디어의 발상은 예술적인 창조 능력과 더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고, 

합리적인 문제해결은 과학적인 접근 방법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尸 디자 

인은 예술적인 창조 능력과 과학적인 접근 방법에 의존한다고 인식하면 무리가 없겠다.

보다 간단히 언급하자면 디자인의 형태는 예술에 기초를 두고, 기능은 과학에 기초를 둔 통 

합 작업이다. 즉, 디자인은 미술적인 영역은 물론이고 공학과 과학까지도 광범위하게 포함하 

는 특수한 영역에 속한다. 즉,. 디자이너는 우리의 산업구조 가운데서 생산의 향상, 제품의 질 

향상과 개발을 위해서 기여하는 것이 기본적인 임무라고 생각하는 예술가 겸 사업가이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디자인 작업을 예술, 과학과 혼동되어서는 안된다.⑵ 디자인 행위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술, 과학 등을 조화시켜서 사용하는 복합적인 활동이다. 만약 디자인 행위 

를 그들 중 어느 하나로 보게 된다면 디자인 행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들 간의 주된 차이점은 시간 개념의 차이이다. 예술가와 과학자는 물질적인 세계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취급한다. 과학의 목적은 존재하는 현상을 정확히 기술하고 그것을 설명하 

는 일이다. 예를 들어 예술가인 화가나 조각가는 과학자와 같이 미래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 

고, 현재에 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예술가의 목적은 그들의 행위와 동시에 존재하는 매체 

를 움직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만족을 얻는 것이다. 그러나, 디자이너는 상상하는 미래와 존재 

하지 않는 사실을 취급하는 것이 의무이다. 그리고 디자이너는 예측하는 것을 실현하는 방법 

을 지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디자인 과정에 대한 기존의 설명 모델 중 가장 인기 있는 것의 하나는 과학적 방법의 모델 

이다. 그러나, 과학이 기본적으로 설명적인데 반해 디자인은 본질적으로 해결안을 제시하는 

처방적인 성격13＞을 띠는데 그 차이가 있다. 디자이너들은 무엇이, 어떻게, 왜라는 질문을 다루 

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무엇이 예측 가능하고 현실성이 있으며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학적인 접근 방법이 우리들의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는데 도움을 주는 반면 디자이너들은 미래를 처방하고 창조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디자인 작업과 혼동될 가능성이 있는 이들 세계간의 통합적인 방법의 예를 살펴보면 디자 

이너는 미래를 예측하기 전에 현재 알고 있는 필요성에 따라 과학적인 의심의 개념과 컨트롤 

된 실험결과를 조립하여 검토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문제가 현재 상태에 대립하여 미 

래 자체를 취급할 때는 과학적 의심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다른 어떤 요소 즉, 직관과 같 

은 요소가 사용될 수 있다. 한편, 디자이너가 자기 결정에 기초하여 새로이 일관된 패턴을 찾 

는 한편, 수많은 선택을 통하여 스스로 방법을 발견해야만 할 때 예술적 접근은 적절한 것이 

다. 이러한 경우에 문제의 형식을 표현하는 수단이나 작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컴퓨터 

등과 같은 과학적 방법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다.

11) 이재국. 디자인 가치의 본질과 그 근원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 11-19. 1989.
12) Jones, Christopher J., 김재윤 역.「디자인 방법론CDesig” A/e功ods)』. 대우출판사. pp. 24-25. 1993
13) Lawson, Bryan, 윤장섭 역.「디자이너의 사고방법 (How Designers Think)t，기문당. p. 111.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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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은 순수하게 아름다움만 추구하는 예술과 달리 기능을 먼저 생각하며 사전에 계획되 

는 조형으로서 여러 가지 다른 부분으로 결합되어 이루어진다. 디자인은 우연에 의해서 ,이루 

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주어진 조건 가운데서 계획 하에 이루어진다. 디자이너라면 반드 

시 이성적으로 작업해야 하며 주어진 조건, 주어진 시간 안에 최상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의 창조활동을 하는 것이다. 예술가의 경우처럼 자신의 내적 필요성이나 

독자적인 내적 이미지를 자발적으로 표현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결코 있을 수 없다. 디자이너 

의 작업은 수없이 많은 복잡한 문제들, 예를 들어, 패션 디자인의 경우 생산에 따르는 기술적, 

경제적 문제, 의복을 착용하는 상황에 대한 사회적 문제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종합해서 최 

상의 바람직한 실체를 창출해내는 것이다. 따라서 디자인은 그 과정이 많고, 접근 방법 또한 

예술적, 과학적 어느 한 부분으로 치우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패션 디자인의 전개에 있어서도 과학적, 예술적인 방식이 조화되어 통합적으로 사용되는 

접근 방법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두 가지 접근 방법을 디자인 과정 

의 특성에 따라 나눠보면, 각 브랜드가 목표로 하고 있는 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 소비자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인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 전반적인 유행의 흐름에 대한 정확 

한 정보를 통한 분석에서는 과학적인 접근 방법이 보다 우선적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 

보를 바탕으로한 색채, 실루엣, 소재의 선정 및 시각화 과정의 디자인 전개에 있어서는 예술 

적인 접근 방법이 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겠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해를 도모하고자 

나눈 이분법적 구분대신 디자인 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과학적이고도 예술적인 접근 방법을 

통합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디자인 전개 방법이라고 하겠다.

패션 디자인의 경우 1995년도 국내 의류 관련 대학의 수가 전문대 31개, 4년제 대학 55개로 

해마다 5,000명 정도의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새로 졸업한 신입 디자 

이너에게 작업이 주어졌을 경우 시장조사라든가 디자인 컨셉이 없이 무조건 예쁘게 그리는 

일에 치중하거나 외국 도서를 그대로 베껴서 제출하려 한다. 여기에 디자인의 종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보완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하겠다. 현재 의류관련 학과의 경우 소속 계열이 

이과, 문과, 예술계로 각 학교마다 다른데 특히 이과인 경우에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존의 

교육특성에 예술적인 접근방법을 더욱 보완하고, 예술계의 경우에는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 

인 접근 방법이 보완되어, 통합적으로 교육되어야 하겠다.

3. 디자이너의 사고 방식에 대한 이해 : 체계적 방법과 직관적 방법

디자인 작업 특성에서 예술과 과학이 통합된 접근 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구체적인 

접근 방법의 특성을 밝히기 위해서 각각의 예술적, 과학적 접근 방법을 이루는 사고 방식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심리학에서 인간의 사고유형을，여러 가지 이름아래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한가지 

는 일정한 논리적 프로세스를 따라 하나의 정확한 답을 얻기 위해 연역적으로 검증하는 사고 

방식이다. 이러한 사고를 흔히 과학적 사고라 하며, 이러한 유형의 사고자는 분석적, 논리적, 

이성적, 수리적, 발견적 측면이 우수하다.

또 다른 한 가지 사고의 유형은 사고자 자신의 경험에 의존하여 일정하게 내려진 틀이 없

14) '■한국 패션교육기관 실태조사』. 한국섬유산업연합회. 1995. 12.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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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급적 사고의 영역을 확산시켜 명확한 답이 없이 다양한 답을 구하려는 유형이다. 이러한 

유형의 사고를 흔하 예술적 사고라고 하며, 이러한 사고자는 상상적, 경험적, 가상적, 직관적, 

심미적, 종합적, 발명적 측면이 뛰어나다. 전자의 사고 유형은 수렴적, 합리적, 혹은 수직적 

사고라고 하고, 후자의 사고 유형은 확산적, 상상적 또는 수평적 사고라고 부른다.侦

과학적 접근 방법과 예술적 접근 방법을 구체적인 사고과정으로 그 특성을 대별해 보면 분 

석적 사고/ 직관적 사고, 추리력 / 상상력, 수렴적 사고/ 확산적 사고, 수직적 사고/ 수평적 

사고 등으로 구분지을 수 있는데 정상적 인 사람들에 게는 이 상반되는 성질들이 양측이 보완 

되어 교류하면서 형성되고 있다. 그 사고의 유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분석/직관伯)

사물을 논리적으로 원인 결과를 밝혀 세밀히 추적해가는 사고를 분석이라 하고, 판단, 추리 

등의 사유 작용을 덧보태지 않고 대상을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작용을 직관이라 한다.

2) 수렴적(Convergent) 사고/ 확산적(Divergent) 사고

수렴적 사고란 인식 가능한 옳은 답을 찾기 위해서 연역적이고 내삽법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이다. 확산적 사고란 수렴적 사고와 대조적으로 귀납법적이고 외삽법卩)적인 기술을 요구하 

고, 확실하게 옳은 답이 없는 곳에서 대안들을 찾는 선택 가능성이 많은 접근 방법을 요구한 

다. 수렴적 사고는 여러가지 정보를 일정한 방향으로 종합하여 가장 좋은 해결안 한가지를 생 

각하는 사고 기법이고, 확산적 사고란 주어진 한 가지 정보에서 다양한 답을 인출하도록 유도 

하는 사고 기법이다.0 훌륭한 발상가들의 사고 방식을 살펴보면 볼록 렌즈와 같은 확산적 사 

고 - 수렴적 사고의 2단계 사고를 한다. 또한 김현정⑴ 은 디자인의 창조적 문제해결과정에 

서 창조적인 사고를 위해 수렴적-확산적-수렴적 사고의 기본 단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CDC 모듈을 제 안하였다.

3) 수직적 사고/ 수평적 사고

논리적 사고는 사고의 출발점에서부터 결론에 이르기까지 거치게 되는 각 단계가 항상 정 

확하고 연속적인 사고방식을 지니는데 이를 수직적 사고(vertical thhiking) 라 하며 수직적 

사고는 뚜렷하고 확실한 방향선을 따라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직진한다. 그에 반해서 일정한

15) 감재규. 디자이너 특성에 따른 문제접근 방법의 개인차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pp. 30-32.
1993.

16) 박화술. r창조공학원론』. 학문사. pp. 88-89. 1990.
17) 바틀렛(Bartlett)은 디자이너가 자신의 사고 방향을 통제하는가 혹은 목적없이 제멋대로 나가도록 방치하 

는가에 따라 폐쇄적 시스템의 사고방식과 모험적 사고방식으로 나누었는데 폐쇄적 체계의 사고 방식에서 

두 가지 프로세스 즉, 내삽법(interpolation)과 외삽법(extrapolation) 을 제시한다. 내삽법은 종착점과 주 

어진 과정에 대한 몇 가지 증거를 제공하고 종착점과 나머지 과정을 발견하는 것이고 외삽법은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증거를 제시하고 종착점과 나머지 과정 모두를 차차 발견하면서 구성하는 것이다. (Lawson, 
Bryan, 윤장섭역 (1991). 앞의 책 pp. 124-125. )

18) 권은숙. Industrial Design Process에서의 창조성 개발을 위 한 방법론적 고찰. 서울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P. 13. 1986.
19) 김현정. 디자인 초기단계에서의 문제형성을 위한 체계적 창조성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원 석사학 

위논문. p. 26.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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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만 향하는 패턴을 떠나서 다른 몇 개의 패턴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는 사고를 수평 

적 사고(lateral thinking)20 21,라 한다. 이 둘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고 수평적인 아이디어가 새 

로운 아이디어를 낳고 수직적 사고가 그것을 전개시키는 보완 관계를 가진다.

20) De Bono, Edward., 한국능률협회 역 (1970).「수평적 사고 (New Think: 나ie use of lateral thinking in 
the generation of new ideas)』. 한국능률협 회. p. 10.

21) 최채환.『패션마케팅 전략』. 한언. p. 18. 1996.

본 연구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고과정을 지시하고자 분석적 사고, 추리력, 수렴적 사고, 

수직적 사고를 포함하는 과학적 접근 방법은 체계적 접근 방법，으로 직관적 사고, 상상력, 확 

산적 사고, 수평적 사고를 포함하는 예술적 접근 방법을 '직관적 접근 방법'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in. 패션 디자인 방법론

1 패션 디자인 방법론을 위한 전제

패션 산업은 고부가가치의 성격을 띠며, 거대한 설비, 조직이라든가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 

는 기술 개발이 필요한 타 업종에 비해, 보다 짧은 시간에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고효율의 산업이다. 우리 패션 산업을 살펴보면 기성복은 1972년 화신산업이 선보인 

'레나운에서 시작小 되었으며. 이제 20년 남짓 넘어선 청년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지금 

까지 양적인 성장을 해왔다면 이제부터는 패션 디자인의 고부가가치적인 성격을 실현할 수 

있는 패션 디자인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져야 하겠다.

본 연구는 패션 디자인의 방법론에 대한 고찰을 통해 패션 디자인에 대한 접근이 보다 용이 

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패션 디자인에 관한 방법론을 진행시키 

기 전에 몇 가지 문제점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우선, 패션 디자인에 대한 방법론적인 접근이 실제 패션 디자인에 도움이 될 것인가의 문제 

이다. 사실 뛰어난 디자이너들은 이러한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아무런 고려없이 지금 이 순 

간에도 실제 작업에 임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숙련된 디자이너가 되 

기 위해서는 무수한 시행 착오를 거치면서 나름대로의 방법론을 지니고 있으리라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디자이너들이 나름대로 지니고 있는 디자인 방법론을 밝힐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패션 디자인에 도움이 될 방법론을 모색할 경우, 이 방법론이 제대로 구성되었는지를 밝히 

기 위해서는 그 결과물인 디자인에 의존하게 된다. 즉, 좋은 디자인이 나올 수 있는 방법론이 

어야 한다. 그렇다면, 훌륭한 좋은 디자인이란 무엇인가, 훌륭한 디자인을 측정해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 또한 진행되어야 한다.

그 밖에, 교육이라든가 학습에 의해서 패션 디자인의 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가 또한 어느 

정도까지 향상될 수 있는가, 머리속에 있는 개념적인 디자인을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표현했을 

경우, 이를 실제 소재를 이용하여 제작하였을 경우, 이들 간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등에 대한 답을 계속해서 모색해야 한다.

2. 패션 디자인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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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해결과정으로서 디자인

디자인 활동은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창조의 과정이다. 상황을 파악하여，문제를 이 

해하는 단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해결안을 발상하는 단계，, 대안을 평가하고，최선안 

을 선택하는 단계'를 거치는 창조적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디자인 활동이라 하면 디자인 과정 중에서도 주로 실체화하는 과정, 즉 

본격적으로 해결안을 발상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기법들을 응용하는 정도의 접근만 

이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최근의 디자인은 단순히 시각적, 촉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계획을 형성할 수 있는 개념적 능력(con- 
ceptual ability)을 필요로 하는 다원적이고 포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刀 즉, 패션 디자인 

에서 세계적인 유행의 흐름에 대한 이해, 시장내 소비자의 욕구 등을 정확히 분석한 후 이에 

적합한 디자인을 구체화하여 시장에 제품으로 제시하여야 하는 개념적 능력이 점점 중요시되 

고 있다.

디자인의 영역이 실제 제품으로 어떻게 생산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뒷받침이 크게 중요하 

지 않는 미래지향적인 개념적 디자인에까지 확대되었고, 디자이너의 창조적 컨셉 개발 능력 

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여기서 컨셉(concept)이란 디자인 시작 단계에서 디자인할 문제를 

이해하여 다음 단계의 세부적, 구체적 디자인 개발을 위한 초기의 기본 방향을 말하며, 디자 

인의 창조적인 문제해결 과정에서 일관되게 다루어져야할 중요한 요소이다. 그리고 디자인 

결과물이 컨셉에 어느 정도 충실했는지가 좋은, 훌륭한 디자인을 평가하는 중요한 측정 기준 

이 된다고 하겠다.

2) 문제를 이해하는 단계의 방법론

디자인은 적절한 문제를 찾아내고 형성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문제란 바람직한 모습과 현 

재의 차이라고 정의되며 바람직한 모습이 분명치 않으면 문제도 분명치 않게 된다.2" 디자인 

문제를 이해하는 과정은 디자인 문제 해결과정의 가장 최초의 단계이며 또한 디자인 결과물 

이 창조적 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우선 디자인의 문제에 대한 적절한 진술인 디자인 목표 즉, 다음 시즌에 소 

비자가 요구하는 디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보 수집을 바탕으로 정확한 디자인 목표가 수 

립되어야 한다. 그 다음은 디자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제한점들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디자인의 작업의 우수성을 판단할 기준이 무엇인가가 밝혀져야 한다. 즉, 상황고찰과 환경분 

석一문제진술-•목표설정一제한점 설정一방향설정一문제정의一디자인 개발의 과정이 이루어 

져야 한다.

각 단계의 방법론은 디자인 주제를 선정하고 주제를 둘러싼 상황고찰과 환경분석 단계에서 

는 상상적, 조망적 사고로 여러 가지 상황을 상상하는 것으로 확산적 사고가 요구되며, 문제 

진술 단계에서는 문제를 좁은 범위로 명확하게 촛점화하는 것으로 수렴적 형태의 사고가 일 

어난다. 이와 같은 명확한 문제에 촛점화가 이루어져야 목표 설정 단계가 정확히 이루어진다. 

방향설정 단계에서는 촛점화된 문제 목표에 여러 방향으로 상상하는 확산적 사고가 요구된 * * 

22) 이건표. 디자인 방법론에 관한 연구. 학술진흥재단 논문집 p. 4. 1987.
23) 新森保紀, 류호섭 역「창조적 사고』. 도서출판국제. pp. 104-105.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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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해결안이 다양하고 기발하게 발상되기 위해서는 판단이나 비평을 가하지 않는 확산 

적 사고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문제정의 단계는 문제를 종합하여 명확하게 기술하는 것으로 

종합적 수렴적 사고가 요구된다. 이 과정이 진행되면 이를 바탕으로 해결안을 발상하는 단계 

로 넘어간다.

3) 해결안을 발상하는 단계

앞서 디자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 방식으로 크게 체계적 접근 방식(systematic ap- 
proach)과 직관적 접근 방식(intuitive approach)으로 구분지을 수 있다고 하였다. 과학적이 

고 체계적인 방법에 디자인 문제를 적용시킴으로써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를 구한다는 체계 

적 접근 방식은 1960년대부터 활발하게 연구되어온 합리적 디자인 방법론과 그 맥을 같이하 

여 부분적으로나마 프로그램 단계와 평가 단계에 큰 발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예술적 접근 방법의 기본적 사고 유형인 직관이란 보여질 수 없는 문제이고 개인적 

인 창조성의 여부에 관련되어 설명될 수 없는 문제라고 규정되어, 직관적 접근 방식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창조적 디자인 과정은 분석적 사고와 직관적 사 

고를 모두 요구하며 서로 교류되어져야 한다는 점을 인식할 때, 직관적 디자인 과정에 대한 

연구는 필요불가결하다고 하겠다.

디자인 전체과정을 통하여 가장 불확실성이 크고 모호해지는 부분의 하나는 자료의 수집, 

분석, 구성 단계 이후 개념을 구체화시키는 시각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은 논리적, 

체계적 방법으로만 해결될 수 없고 인간의 육감, 상상력, 우연 등이 개입되어야 하는더】, 이러 

한 직관적 사고로 그 모호한 부분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숙달될 수 있게 하는 직관적 디자 

인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를 위해 다음에 디자인 분야에서 논의된 직관적 이미지를 구체화, 시각화하는 몇 가지 기 

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내용은 시작의 중요성, 단계별 진행, 주제의 설정, 이미지 고정화, 

개념을 통한 구현이 아닌 실체를 통한 구현, 개념과 해결안의 간격 줄이기, 훈련의 중요성으 

로 다음과 같다.

(1) 직관적 이미지를 시각화 하는 기법

① 시작의 중요성

원하은 이미지를 시각화 하려는 단계에서는 우선, 시작한다는 것이 중요& 하다. 백지 상태 

나 아무 것도 시작하지 않은, 표현하지 않은 무의 단계는 두려움을 가져올 뿐이다. 흔히들 어 

떤 이미지가 완벽해질 때까지 백지 상태로 두고 시간을 지체하는 경우가 많은 데 이는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며 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선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② 단계별 진행

디자인 진행과정은 분명한 단계가 있고 각 단계마다 표현되어야 할 중요한 개념이 있다. 이 

미지를 시각화하는 단계에서 그때 그때의 아이디어를 단계별로 자국을 남기면서 과정을 진행 

시키는 작업이 중요24 25〉하다. 디자인을 전개시킬 때 많은 사람들은 아이디어가 갑자기 떠오를 

24) 커트 행크스, 래리 벨리스톤. 박영순 역. ‘발상과 표현기법』. 디자인하우스. pp. 17-19. 1987.
25) 위의 책. p.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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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갑자기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있다. 시각화 과 

정에는 분명히 단계가 있고, 그 단계마다 개념을 시각화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사람들이 저지 

르기 쉬운 오류는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완성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있다. 

단계를 밟아 가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다.

③ 주제의 설정

어떤 상황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주가 되는 특정한 개념을 설정하는 것은 그 개념에 사로잡 

히기 위함이 아니라 그 개념을 매개체로 하여 관련되는 개념들을 계속하여 이끌어 내고자 함 

이다. 만일 주가 되는 개념을 이끌어낼 수가 없게 되면 다른 대안이 되는 어떠한 개념들도 모 

호하고 일반적인 범주 내에서만 맴돌게 된다.

주제는 디자인의 여러 요구 사항들이 많은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을 부여해주는 역 

할을 하기도 한다.26> 여기서 주제란 어떤 상황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주가 되는 지배적인 개념 

으로서 어떤 디자인 프로젝트 전 과정에 걸쳐 반복되어 나타나는 특정한 패턴이나 아이디어 

를 말한다.

예를 들면 한 콜랙션에서 주제를 '자유로움'이라고 정했을 경우, 의복에서 표현될 수 있는 

'자유로움'의 여러 가지 가능성을 모색해 본다. 우선, 의복에 얽매이지 않은 느낌을 주고자 인 

체를 구속하지 않는 헐렁한 스타일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확정적인 형으로부터 자유로워지 

고자 입을 때마다 변하는 스타일을 개발할 수 있다. 그리고 자유성을 부여한다는 주제에 보다 

충실할 수 있는 의복 소재를 검토해 본다. 이와 같이 특정 주제를 선정하고 디자인 전 과정에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하는 방법을 시도한다.

④ 이미지 고정화

생각은 순식간에 나타났다 사라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머릿 속의 생각을 순간순간 구 

체화시키는 작업이 중요하다.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 이다.

이미지를 고정화 하는 시각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아름답고 훌륭한 이미지의 완성이 아 

닌 머리 속에 떠오른 아이디어를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며 신속한 시각 

화는 시각적 잠재력을 개발시키는 역할을 한다.

⑤ 개념을 통한 구현이 아닌 실체를 통한 구현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할 때 그 주제에 대해 알고 있는 기존의 개념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 

다. 예로 해바라기를 응용한 의상 디자인을 전개시키려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존에 가지 

고 있던 자신의 기억 또는 문자를 통한 개념에 의존하여 의상 디자인을 전개시키려 한다. 이 

는 대부분 그 대상에 대한 고정 관념에 의존하여 시각화를 시도하게 되는 데 이러한 개념을 

통한 시각화, 구현이 아닌 직접적인 실체를 보고, 느껴서 나오는 시각화가 중요하다고 하겠 

다.

개념을 기반으로한 디자인의 구현은 모든 사람이 디자인의 주제가 되는 한 대상에 대해 거 

의 비슷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물은 누구나 느낄 수 있고 기존에 알고 있 

던 그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므로 더 이상의 신선함, 독창성을 느끼기 어렵다. 실체를 직접 보

26) 하신혀). 창조적 환경 디자인을 위한 직관적 접근방법과 과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47. 1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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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느낌을 보다 충실히 전달하려는 실체를 통한 구현이 중요하며, 실체를 직접 대하기 어 

려운 경우에는 사진 등의 자료를 중분히 모은 후 시각화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 

겠다.

⑥ 개념과 해결안의 간격 줄이기

머리속에 떠오른 개념 또는 아이디어, 이를 시각화한 것, 또한 이를 실물로 제작하는 과정 

을 거치는 동안 각 단계에서 이루어진 형상간에 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패션 디자인을 전개시킬 경우 칼라의 크기, 단추의 위치, 전체적인 길이와 폭의 관계, 

주머니의 크기 등이 제작되었을 경우 맨 처음 생각한 것과 시각화한 것과 많은 차이가 나타나 

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생각한 것과 실제 제작물간의 차이는 좁힐수록 좋다. 이 차이는 실물 

제작의 경험이 많을수록 적어지게 된다. 이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보다 정확히 알리는데 필요 

하며 이러한 간격을 줄이려 노력을 해야 한다.

⑦ 훈련의 필요정

직관적 디자인 과정을 위해 위의 6가지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무의식적 과정을 밖으 

로 끄집어내는 듯한, 밖으로 보여질 수 없는 과정을 무리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다. 아마도 숙련된 디자이너, 예술가들은 이러한 과정이 무의식적으로 빨리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갑자기 창출되는 듯이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이는 많은 창조과정을 

거친 훈련에 의해 얻어진 결과라고 하겠다.

아직 창조적인 발상에 익숙하지 않은 단계의 초보자인 경우, 갑작스런 아이디어 창출을 바 

라지 않고 하나하나의 창조 과정을 밟아 가는 훈련을 한다면, 그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마침 

내는 그 중간 단계를 필요로 하지 않은 채, 무의식 상태에서 직관적 과정은 이루어질 것이다. 

중요한 것은 반복된 훈련의 중요성이다.

W. 결 론

패션 산업에 있어서 디자인 개발은 중요한 부분이며 보다 짧은 시간에 적은 비용으로 최대 

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러한 디자인 개발은 현 시장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 

략이 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디자인의 속성을 시각적이고 조형적인 측면을 우선시하기보다 종합적인 문제해 

결과정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며, 디자인에 대한 접근 방법이 체계적이고 직관적인 접근 

방법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할 필요성을 밝혔다. 패션 디자인 방법론에서 문제를 이해하는 

과정의 절차와 사고방식을 밝혔으며, 해결안을 발상하는 시각화의 단계에서 직관적 이미지를 

시각화하는 기법으로 시작의 중요성, 단계별 진행, 주제의 설정, 이미지 고정화, 개념을 통한 

구현이 아닌 실체를 통한 구현, 개념과 해결안의 간격 줄이기, 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후속 연구로는 이러한 방법론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좋은 디자인에 대한 측정 기준이 

무엇인가 즉, 디자인의 평가에 대한 연구와 본 연구에서 진행된 내용을 실제 디자인 전개에 

적 용하는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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