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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plans, which can creatively utilize Korean images 
by introducing the SCAMPER technique, one of the techniques used to create ideas in the fash-
ion design process. For the research methods, the case study which collects all the masters' theses 
relating to the fashion design process applied Korean images for recent 10 years and the liter-
ature study through books, masters' theses, academic journals' theses, news articles, and Internet 
data were done together. As for the result of the study, the level of utilization of Korean images 
in the researches on Korean fashion designs stayed simple utilization, which used a motif as it is 
in its original form or changed only the size. Furthermore, of the 39 theses reviewed in the 
study, 59% of them used less than 3 of the 7 SCAMPER items. Therefore, it could be said that 
the Korean images are restrictively being used in the fashion design studies. If SCAMPER is to 
be actively utilized as a design process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it will make great con-
tributions to the development of creative Korean fashion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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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90년대 중반에 시작된 ‘한류’는 한국의 드라마가

중국을 비롯하여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큰 인기를 끌

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한국의 연예, 게임, 식품 등의

대중문화가 주변의 아시아국가에 많은 영향을 미쳐

왔는데, 2012년에 발표된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아시

아권을 넘어서 전 세계의 시선을 한국에 모으는 중

요한 계기가 되었다. 2013년 3월, 영국의 일간지 파

이낸셜타임스는 ‘한국 디자이너들, 강남스타일 바람

타고 뜬다(Gangnam Style boost for Seoul’s new

designers)’라는 기사에서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한국

패션을 세계에 소개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1) 중국·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미 K팝 패션이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그 예로,

2012년 1월에 열린 한일교류패션쇼(KISS)는 K팝과

패션쇼를 결합한 최초의 시도로써, 이 행사에는 K팝

가수 15팀과 한일 양국의 대표적인 디자이너, 백화점

및 캐주얼 브랜드 등 19개(한국 14개, 일본 5개)업체

가 참가하였고, 약 33,000여명의 일본인이 관람하여

한국 패션에 대한 관심을 입증하였다.2)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컬렉션에서도

한국적 이미지를 차용한 쇼가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1 S/S 뉴욕컬렉션에서는 미국 디자이너 캐

롤리나 헤레라(Carolina Herrera)가 한복과 갓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을 선보였고, 벨기에 출신 디자이

너 드리스 반 노튼(Dries Van Noten)은 2012년 F/W

시즌에서 드라마 황진이의 한복디자이너로 유명한

김혜순 디자이너의 책 ‘아름다운 우리 저고리’에 실

린 한복 저고리 동정부분을 프린트한 드레스로 시선

을 모았다.3) 또한, 최근 세계 패션계에서는 리차드

채(Richard Chai)와 두리 정(Dury Jung), 유돈 최

(Eudon Choi)등 젊은 한국 디자이너들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고 있으며, 한국의 패션을 알리기 위해 역

량 있는 한국 디자이너들을 뉴욕컬렉션에 소개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구시 등의 합동 프로젝트인 ‘컨

셉코리아’ 역시 바이어와 프레스 등 미국의 패션관계

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4)

이처럼 한국의 대중문화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

고, 그 어느 때보다 세계 패션계에서 한국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이때에 한국의 패션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발전해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한국적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는 태도가 필요하다. K팝의 붐에 힘입어 바로 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태도보다는 새로운 영감의 대

상으로 에스닉한 것에 관심을 갖는 세계 패션계의

트렌드를 통찰하여 한국적인 이미지를 창의적인 패

션디자인의 영감으로 삼으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 연구를 통해 한

국적 이미지에 대해 정의하고, 패션디자인 과정에 아

이디어 발상기법 중 하나인 SCAMPER기법을 도입

함으로써 한국적 이미지를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

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

은 첫째, 독창적인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패션디자인 발상과정

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질문들을 명시함으로

써 한국의 미의식과 세계적인 감각을 갖춘 한국적인

패션디자인의 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10년 동안 발표된 학위논문 중,

한국적 이미지를 응용한 패션디자인 개발 연구를 대

상으로 하는 메타연구로써 디자인 개발에 사용된 한

국적 이미지를 분류한 후 각각의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패션디자인 사례를 창의적인 발상기법 중 하나

인 SCAMPER를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 과정

을 통해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적 이

미지의 종류와 활용도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적 패션

디자인의 발상과정이 갖는 한계점과 발전가능성을

살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개발을 위해 선행연구를

통해 한국적 이미지와 SCAMPER기법을 고찰

한다.

2. 한국적 이미지의 창의적인 패션디자인을 도출

하기 위해 SCAMPER를 응용한 구체적인 체크

리스트를 제안한다.

3. 패션 디자인 연구에 나타난 한국적 이미지의

종류와 활용도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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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학술연구정보서비스(www.

riss.kr)에서 검색 키워드로 ‘한국적, 한국적 이미지’로

검색한 후, 결과 내 재검색에서 ‘복식’, ‘의복’, ‘패션’

을 검색하여 추출된 최근 10년간 발표된 학위 논문

39 편이다. 분석대상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패션

디자인 중, 장신구 디자인을 제외한 의복 디자인에

한정하였고, 패션디자인과정을 보다 심도 깊게 살펴

보기 위하여 학술지 논문은 제외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최근 10년간 한국적 이미지를 응용

한 패션디자인 과정에 관련된 학위논문을 모두 수집

한 후, 활용된 한국적 이미지의 종류와 디자인 발상

과정을 SCAMPER기법으로 분석하는 사례연구와,

단행본, 학위논문, 학술지 논문과 뉴스 기사 및 인터

넷 자료를 통한 문헌연구를 병행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한국적 이미지의 정의
한국의 미를 연구하고 이를 디자인에 활용하는 시

도는 패션을 비롯하여 여러 분야에 걸쳐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는 전통의 현대적 계승과 글로벌

마켓에서 경쟁력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김민자5)에 따르면, 이미지는 라틴어의 imago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간의 마음속에 그려지는 사물의 감

각적 영상 즉, 심상, 영상, 표상 등을 가리키며 주로

시각적인 것을 뜻하지만 시각 이외의 감각적 심상도

포함하며 좁은 의미로는 상징(symbol)을 뜻한다. 김

민자에게 ‘한국적’은 한국의 정체성의 드러나는 것으

로 우리의 전통성과 외래의 것 혹은 새로운 것의 접

목을 뜻하며, 한국적 이미지는 역사적 발전 속에서

형성되어 온 한국의 미의식을 바탕으로 한국의 특징

으로 지각되는 분위기, 연상, 심상, 감각 등이다.6) 이

와 비슷하게 음정선, 유영선은7) 한국적 이미지는 한

국이라는 나라로부터 받는 느낌, 즉, 심상, 영상, 인

상을 뜻한다고 하였으며, 이현정은8)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한국이 가진 고유의 문화나 역사와 같이 우

리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이미지를 한국적

이미지라고 하였다. 여기에는 우리의 생활 방식과 가

치관이 디자인에 반영되어 고유하고 독창적인 한국

의 미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이미란은9) 한국적 이미지는 한국인이 특정한 공간

속을 살아오면서 형성해 낸 가치관과 윤리관, 그리고

자연관과 세계관, 종교관 등을 포함하여 타민족과는

다른 삶의 방식과 태도를 말한다고 하였다. 즉 한국

적 독특성은 한국의 자연 및 풍토, 사회, 종교와 사

상을 배경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김영인

외는10) ‘한국적’과 ‘한국의’의 의미를 구분하면서 ‘한

국적’은 한국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이 한국의 이

미지를 가지고 디자인하였을 때를 일컫는 용어로 사

용하였고, ‘한국의’는 한국인이 디자인한 대상을 가리

킬 때 사용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한국적 디자인’이

라는 용어는 타자화된 시선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세계화를 위

해 자기이국화(自己異國化-self-exoticization)의 의미

가 담긴 ‘한국적 이미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김민

자의 정의를 중심으로, 한국적 이미지란 한국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으로써 역사적 발전 속에 형성

되어 온 규범적 힘을 발휘하는 특수한 미적 가치와

세계적인 보편성을 바탕으로 창조되거나 재생산된

가시적 형상을 지칭하며, 이로부터 느껴지는 분위기,

연상, 심상, 감각 등의 총체적인 개념으로 정의한다.

2. 한국적 이미지를 활용한 패션디자인 관련
선행연구

한국적 이미지는 한국의 정체성으로 인식되는 심

상, 영상, 인상 등을 뜻하며 그 범위 또한 매우 포괄

적이다. 본 절에서는 한국적 이미지와 한국적 이미지

를 활용한 현대 패션디자인에 대해 각 연구에서 밝히

고 있는 연구결과와 제언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음정선, 유영선은11) 2000년부터 2008년까지 국내

학술지에서 발간된 논문 중 한국적 이미지에 관련된

논문의 주제와 연구 방법 등을 분류하였다. 이들 연

구자에 따르면, 조사한 총 47개 논문 가운데 복식분

야에서 활용된 한국적 이미지 소재 중 문양은 약 17

건(36.2%), 한복의 실루엣은 9건(19.1%), 섬유 관련

은 8건(17%), 색채는 7건(14.9%), 전통한지는 4건



服飾 第64卷 1號

- 4 -

(8.5%), 한국화/민화는 2건(4.3%)으로, 문양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

상적인 한국적 이미지의 발전 방향을 3가지로 제안

하였는데, 첫째, 한국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중

국이나 일본 등 여타 동양 국가들과의 차별성을 가

져야 한다고 하였다. 둘째, 한국적 이미지의 직접적

인 표현을 꾀하고 이를 간접적으로 재해석하여 이미

지를 세계 패션의 흐름에 맞게 표현할 수 있는 감각

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적 이미지

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와 과감한 도전을 강조

하면서, 한국적인 이미지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디

자인의 개발이 아직도 미흡한 수준이므로, 꾸준한 연

구, 개발, 관심, 노력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을 역설하였다. 이춘희는12) 현대 패션에 반영된 한국

적 이미지의 의미 분석에서 의복의 구성 요소나, 소

재, 문양 등을 기표로 그 명시적 의미와 함축적 의미

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글로벌 패션 디자인

속에서 한국 디자이너들의 작품은 인간의 내면세계

나 자연의 형상, 토템과 신화, 그리고 관습과 윤리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지만 그

동안의 연구들은 표면적인 조형 요소의 분석에만 관

심을 두었음을 비판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 디자

이너들이 현대 복식에 한국적 이미지를 반영함에 있

어 ‘인간 중심의 이미지’, ‘자연 친화적 이미지’, ‘평등

평화의 이미지, ‘토템 신화적 이미지’의 함축적 이미

지를 바탕으로 균형과 질서를 강조함으로써 복식을

계열체(paradigm)가 아닌 통합체(syntagm)로 이해

하여 표현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한편, 이병화

는13) 패션 디자인에 한국 복식의 조형적인 이미지

요소가 적용된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 논문은 현대패

션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한국복식의 요소를 저고

리형 요소의 응용, 한복치마 요소의 이용, 장신구 요

소의 응용, 기타 장식 및 공예 요소의 응용으로 나누

어 살펴보았다. 이 연구 역시 한국복식의 종류는 무

척 다양하지만 가장 많이 활용되는 요소는 치마, 저

고리와 당의 도련선, 색동, 금, 은박, 한복소재, 문양,

노리개 등 몇 개의 장신구만이 한정된 요소로 활용

됨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연구는 다양한 종류의 복식

을 분석하여 패션디자인에 활용한다면 글로벌 패션

계에 우리 복식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제언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정리하면, 패션디자인 분야

에서 한국적 이미지가 한정적으로 선택되고 있으며

조형요소도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세계 패션에서 한국 패션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창의적인 패션 디자인을 위해서는

한국적 이미지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인식을 바

탕으로 그 이미지의 형식과 내용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창의적인 디자인 발상 및 전개방법이 필요하다

고 하겠다.

Ⅲ. 한국적 이미지를 활용한
패션디자인의 창의적 발상

1. 창의적 발상기법으로서의 SCAMPER기법
창의력을 높이기 위해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을 창의성 개발기법, 즉 아이디어 발상법이라고 한다.

이것은 개인이나 그룹이 많은 양의 독창적 아이디어

를 낼 수 있도록 고안된 체계 과정 또는 방법을 의

미하며 아이디어의 소재, 주제, 표현형태, 제작방법

등을 형상화 하여 아이디어 발상의 여러 조건을 유

기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14)

195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발상법에 대한 연

구는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해 왔

는데, 각 기법들의 공통점은 일련의 디자인 과정을

공식화하고 디자이너의 내적인 사고를 외부로 표출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각각의 창의적 발상기법이 모

든 경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패션

디자인의 목적에 따라 가장 적합한 기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민선 외 3인은15) 의류산업에서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상과 대학에서의 의류학 교육에 대해 연구하면

서 패션 디자인 교육에 적합한 창의성을 신장하는데

유용한 기법으로 SCAMPER이론과 Root-Bernstein

(2001)의 13가지 생각도구를 들었다. 또한 2010 춘계

의류학회 학술발표대회에서는 해외패션디자인 교육

기관에서 창의적인 패션 디자인 발상을 위해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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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동사) 내용 적용 사례

S
대체하기

(Substitute)
무엇으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대형마트에서 매출을 늘리기 위해 쇼

핑바구니를 쇼핑카트로 대체

C
결합하기

(Combine)

무엇을 결합할 수 있을까?

: 물건+물건, 방법+방법

연필과 지우개를 결합하여

지우개 연필로 개발

A
적용하기

(Adapt)

이미 나와 있는 아이디어를 새로운 조건

이나 목적에 맞게 적응시킬 수 있을까?

장미의 가시를 철조망에 응용하여 가

시달린 철조망 개발

M

변형하기

(수정하기/확대하기/축소하기)

(Modify /Magnify /Minify)

색, 형태를 바꾸어 좀 더 아름답고 편

리하게 바꿀 수 없을까?
숟가락처럼 한쪽 끝이 넓은 빨대

P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Put to other uses)

원래의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까?

폐타이어를 어린이 놀이터의 놀이기구

로 활용

E
제거하기

(Eliminate)
무엇을 삭제, 제거할 수 없을까? 유선 마우스의 선을 제거한 무선마우스

R
반전시키기 또는 재배열하기

(Reverse) or (Rearrange)
배열 순서를 바꿀 수 없을까? 뒤집어 입는 옷

<표 1> SCAMPER기법의 내용 및 적용사례

는 Bransford, Stein(1984)의 IDEAL 접근과 SCAMPER

기법 등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의 선행연구와 해외패션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언급

하고 있는 SCAMPER기법을 창의적인 패션디자인의

발상을 위한 도구로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Bob Eberle(1972)의 SCAMPER는 대표적인 체크

리스트 중의 하나로 SCAMPER의 각 내용은 외우기

쉽고 실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창의성 함

양에 널리 사용되어 왔다. Eberle의 SCAMPER는

Osborn이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 ‘다르게 할 수는 없

을까?’, ‘만약~을~하면 어떻게 될까?’ ‘어떤 일이 벌

어질까?'의 기본 형태를 기초로 하여 7개의 질문 목

록으로 재구성한 것이다.16) 이 기법은 ‘대체하다(Su-

bstitute)’, ‘결합하다(Combine)’, ‘적용하다(Adapt)’,

‘변형하다(Modify)’,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Put to

other uses)’, ‘제거하다(Eliminate)’, ‘반전하다(Reverse)’

또는 ‘재배열하다(Rearrange)’의 첫 글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정 대상이나 특정문제에서 출발하여 그것

을 변형시키는 방법으로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동원

하도록 도와주는 기법이다.17) 또한 SCAMPER는 아

이디어 산출을 위해 사고의 출발점 또는 문제 해결

의 착안점을 미리 정해 놓고 그에 따라 다각적인 사

고를 전개함으로써 능률적인 아이디어를 얻는 것이

다.18) 이 기법은 문제만 놓고 바로 발상과정을 진행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미리

항목별로 써 놓고 하나씩 점검하면서 아이디어를 내

는 방법이기 때문에 디자인 아이디어가 정체되었을

때 사고를 확산시키는데 유용하다. 또한 생활 주변에

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하도록 사고를

전개시키므로 초보자도 쉽게 활용할 수 있고 문제의

식을 습관화할 수 있다. <표 1>은 SCAMPER기법의

내용을 조혜영이19) 제시한 적용 사례와 함께 정리한

것이다.

본 연구자는 <표 1>과 James Higgins가20) 제시한

SCAMPER기법의 각 항목에 따른 관련행동에 대한

질문에 기초하여 창의적인 패션디자인의 도출 및 분

석을 위해 <표 2>와 같이 구체적인 질문이 포함된

체크리스트를 제안한다.

2. SCAMPER기법을 통한 한국적이미지를
응용한 복식디자인 사례 분석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2004년 이후 한국적 이미

지를 주제로 한 패션디자인연구의 목록은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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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패션 디자인 과정에 적용 가능한 질문

S 대체하기

- 디자인 요소(선, 형태, 색채, 재질)가 대체 가능한가?

- 디테일 및 구성요소, 부속품 등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 과정이나 절차를 바꿀 수 있는가?

C 결합하기

- 다른 목적이나 기능을 결합할 수 있는가?

- 다른 요소(선, 형태, 색채, 재질)를 결합할 수 있는가?

- 다른 요소를 결합하는 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A 적용하기

- 유사한 디자인 요소(선, 형태, 색채, 재질)를 찾을 수 있는가?

- 모방할 수 있는 디자인 요소는 무엇인가?

- 적용할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인가?

M

수정하기

- 개선을 위해 디자인 요소 중 형태를 수정할 수 있는가?

- 개선을 위해 어떻게 변형시켜야 하는가?

- 의미를 더하거나 바꿀 수 있는가?

확대하기

- 길이나 높이, 면적, 부피를 확대할 수 있는가?

- 과장할 수 있는가? 그것을 극한까지 확대해 보는 것은 어떤가?

- 빈도수나 개체수를 늘려보는 것은 어떤가?

- 입체감을 주는 것은 어떤가?

축소하기
- 길이나 높이, 면적, 부피를 축소할 수 있는가?

- 부분으로 나누거나 쪼갤 수 있는가?

P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 이것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가?

E 제거하기

- 불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 간소화, 단순화, 평면화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 생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R

반전시키기 - 상하, 좌우, 안과 밖의 위치를 서로 바꿀 수 있는가?

재배열하기

- 순서를 바꿀 수 있는가?

- 어떤 배열이 더 나을 것인가?

- 위치를 바꿔 보는 것은 어떤가?

<표 3> 사례연구 논문 목록

한국적이미지 논문 (총 38편)

문양

(12)

단청문

김태현 (2007), 조선시대 궁궐 단청(丹靑)이미지를 활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

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지은 (2008), 한국 사찰 단청문양을 응용한 니트웨어 디자인 연구: 인타샤기법을 중심으로, 이

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꽃살문

강은영 (2005), 조선시대 사찰의 꽃창살문양을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현대 입체자수기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재경 (2005), 조선시대 꽃창살의 조형미를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누노(Nuno)펠트기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혜순 (2010), 꽃살문 문양을 응용한 전통복식디자인 연구: 핸드페인팅과 매직레이스기법을 중

심으로,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길상어문
김하연 (2013), 전통 길상어문을 모티브로 활용한 셔츠 디자인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당초문
한수경 (2005), 고려청자의 당초문양을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브레이딩기법을 중심으로, 이화

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표 2> 패션디자인 과정에 적용 가능한 SCAMPER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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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화문
백현옥 (2007), 한국의 전통문양을 응용한 웨딩드레스디자인 연구: 연화문을 중심으로, 경희대학

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운문 강민정 (2012), 전통 구름문양을 활용한 현대 패션디자인 개발, 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창살문 전보라 (2010), 전통 창살무늬를 응용한 복식디자인,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담 꽃문
송혜련 (2004), 한국 전통담의 꽃문양을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양일반

차민경 (2011), 한국 전통문양을 응용한 레드카펫드레스 디자인 개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이명준 (2009), 한국적 색채에 기초한 자수문양 및 드레스디자인 개발,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전통

복식

(11)

수식

(首飾)

송연진 (2005), 조선후기 여성 수식(首飾)의 장식적요소를 활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가체와 떨

잠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은정 (2008), 조선시대 규방문화를 반영한 의상디자인 개발: 여성수식(女性首飾) 장신구를 중

심으로, 동덕여자대학교 패션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버선
박선영 (2004), 조선시대 타래버선을 응용한 여아동복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댕기
양현정 (2008), 댕기의 조형미를 응용한 이브닝드레스디자인 연구: 레이저컷팅 기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치마
정진영 (2008), 조선시대 치마의 특징을 응용한 복식디자인,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심의,철릭
김현정 (2006), 심의와 철릭을 활용한 나이트가운 개발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편복포 이학순 (2012), 편복포의 모더니즘적 접근을 통한 여성복 개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배냇저고리 윤화영 (2009), 한국적 이미지의 신생아복 개발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복식일반

권순교 (2006), 전통복식의 현대적 활용화를 위한 웨딩드레스디자인 연구, 국민대학교 디자인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남옥 (2006), 전통 혼례복을 응용한 한국적 웨딩드레스 개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수정 (2012), 전통복식의 조형미를 응용한 생활예복 연구,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회화

(6)

민화

한지수 (2007), 민화 '화조화'를 응용한 메이크업과 의상디자인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

사학위논문.

이성규 (2011), 한국 민화의 화조화 모티브를 응용한 현대의상 연구: 핸드페인팅기법을 이용하

여,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미경 (2005), 민화의 문자도를 응용한 니트디자인 연구,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인화
노현경 (2004), 한국 문인화에 있어서 연꽃의 조형성을 응용한 현대 의상디자인 연구: 전사염

기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분벽화
한정인 (2009), 고구려 고분벽화의 사신도를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발염을 중심으로, 이화여

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풍속화
박미진 (2009), 조선후기 풍속화에 나타난 여성복식의 형태미를 응용한 다목적 웨딩드레스: 裳

(상)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공예

(6)

매듭기법

김선미 (2005), 한국 전통매듭기법을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김현정 (2007), 한국 전통매듭기법을 응용한 웨딩드레스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조각보
조유정 (2011), 조각보를 응용한 두루마기 형 의상디자인 연구,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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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전칠기
구현정 (2008), 나전칠기의 미적특성을 응용한 웨딩드레스디자인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부채
황혜성 (2006), 조선시대 전통부채 단선을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전각
정소하 (2004), 전각인면의 이미지를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기타

(4)

색채

장정연 (2004), 색동 이미지를 활용한 데님의상 디자인 연구: 디테일 장식기법을 중심으로, 이화

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지홍 (2006), 색동의 조형성을 활용한 현대 패션디자인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글 이경민 (2007), 한글의 조형미를 응용한 패션디자인개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국 산지
서혜연 (2004), 한국 산지의 선을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터크 기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

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모티브 작품

<그림 1> 전통 배냇저고리를 활용한 신생아복 디자인

- 한국적 이미지의 신생아복 개발에 관한 연구, p. 37

<그림 2> 조선시대 예복용 치마를 활용한 웨딩드레스 디자인

- 전통복식의 현대적 활용화를 위한 웨딩드레스 디자인 연구, pp. 55-56

<표 2>에서 제시한 SCAMPER의 체크리스트에

따라 디자인 개발자가 밝힌 디자인 개발과정 및 사

진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본 연구자가

특히 주의 깊게 살펴 본 것은 디자인 과정을 서술하

는데 사용된 언어이다. 또한 언어로 명시되지는 않았

으나 사진을 통해 명백하게 드러난 디자인발상과정

도 분석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1) S(Substitute)-대체하기

본 연구에서 ‘S(Substitute)-대체하기’에 해당하는

질문은,

* 디자인 요소(선, 형태, 색채, 재질)가 대체 가능

한가?

* 디테일 및 구성요소, 부속품 등을 대체할 수 있

는 것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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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타래버선을 활용한 여아동복 재킷 디자인

- 조선시대 타래버선을 응용한 여아동복디자인 연구, pp. 48-51

<그림 4> 학선을 활용한 재킷, 원피스 디자인

- 조선시대 전통부채 단선을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pp. 63-67

ㅕ
<그림 5> 한글의 ‘ㅕ’자를 활용한 재킷 디자인

- 한글의 조형미를 응용한 패션디자인개발 연구, pp. 114-117

* 과정이나 절차를 바꿀 수 있는가? 이다.

S는 디자인의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디자인의 영

감이 되는 대상의 전체나 부분을 다른 요소, 즉 선이

나 형태, 색채, 재질 등으로 대체하거나 전통적으로

의복을 구성하는 디테일이나 부속품 등을 새롭게 대

체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윤화영은 제주

민속자연사박물관 소장 배냇저고리를 활용하여 현대

의 아기들을 위한 배냇저고리를 디자인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그림 1>21)은 전통 배냇저고리의 여밈끈이

아기의 몸을 한 바퀴 두르고 묶게 되어 있어 사용하

기에 불편하므로 이를 끈이 몸을 두른 것처럼 보이

도록 배색천으로 대체하였다. 즉, 끈이라는 입체적인

구성요소를 평면적인 디자인 요소인 선으로 대체한

것이다. 또한 <그림 2>22)는 전통한복치마의 말기부분

을 라운드넥(round-neck)으로 대체하여 현대적인 느

낌을 가미하였다. 이처럼, S는 대체로 전통복식을 현

대복식에 응용할 때 편리성을 추구하거나 새로움을

주기 위한 대안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2) C(Combine)-결합하기

본 연구에서 C(Combine)-결합하기’에 해당하는

질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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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철릭을 활용한 코트 디자인

- 편복포의 모더니즘적 접근을 통한 여성복 개발, pp. 88-91

<그림 7> 신윤복의 칼춤을 활용한 웨딩드레스 디자인

- 조선후기 풍속화에 나타난 여성복식의 형태미를 응용한 다목적 웨딩드레스, pp. 64-65

* 다른 목적이나 기능을 결합할 수 있는가?

* 다른 요소(선, 형태, 색채, 재질)를 결합할 수 있

는가?

* 다른 요소를 결합하는 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

가? 이다.

‘C(Combine)’는 디자인의 모티브가 되는 한국적

이미지의 특징이 디자인하고자 하는 복식의 디자인

요소와 결합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통합과정에

서 디자인의 효과는 더욱 증대된다. C로 분류하기 위

해 관찰한 어휘에는 ‘결합하여’, ‘접목시켜’, ‘조합하여’

등이 있었으며, 의상의 형태를 디자인 모티프의 형태

와 결합하여 표현한 것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표현되

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박선영은 <그림 3>23)에서

조선시대의 타래버선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모양과

볼레로재킷의 앞여밈을 결합하였고, 황혜성은 <그림

4>24)에서 학선의 외곽선을 재킷의 여밈과 원피스의

구성과 결합시켰으며, 이경민은 <그림 5>25)에서 한글

의 조형미를 응용한 패션디자인개발 연구에서 한글

의 ‘ㅕ’자를 재킷의 구조와 결합시켰다. 이와 같이 C

는 주로 디자인의 모티브가 되는 한국적 이미지가

실루엣이나 네크라인, 앞여밈이나 밑단 선 등 부분적

인 형태와 옷의 구성선 등과 결합되는 경우로 나타

났다.

3) A(Adapt)-적용하기

본 연구에서 ‘A(Adapt)-적용하기’에 해당하는 질

문은,

* 유사한 디자인 요소(선, 형태, 색채, 재질)를 찾

을 수 있는가

* 모방할 수 있는 디자인 요소는 무엇인가?

* 적용할 수 있는 다른 프로세스가 있는가? 이다.

‘A(Adapt)'는 주제에 맞는 비슷한 기능을 가진 대

상체나 과거의 유사한 일을 모방하거나 아이디어를

적용하는 경우로 보았는데, 본 연구에서 한국의 민속

복식을 현대적으로 응용한 경우는 모두 이에 속한다

고 할 수 있다. A로 분류된 어휘에는 ‘적용하여’, ‘응

용하여’ 등이 있었다. A의 예는 이학순의 디자인 <그

림 6>26)에서, 박미진의 디자인 <그림 7>27)에서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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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당의를 활용한 원피스 디자인

- 색동의 조형성을 활용한 현대 패션디자인 연구, pp. 75-76

<그림 9> 전각인면을 활용한 원피스 디자인

- 전각인면의 이미지를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pp. 79-80

<그림 10> 문자도 ‘義’를 이용한 드레스 디자인

- 민화의 문자도를 응용한 니트디자인 연구, pp. 48-49

볼 수 있는데, 이학순은 편복포의 모더니즘과 접근을

통한 여성복 개발에서 철릭을 활용하여 여성코트를

디자인하였다. 이 디자인에서 이학순은 과거 비상시

나 사냥 등을 할 때 외투의 역할을 했던 철릭의 형

태 및 기능성 등을 코트에 적용시켜 뒷면의 주름, 옆

선의 트임 등을 더해 활동성을 가미하였다. 박미진은

조선후기 풍속화에 나타난 한복치마의 형태에서 선

적인 요소를 모방하여 웨딩드레스의 드레이핑에 적

용함으로써 새로운 디자인을 전개하였다. 이와 같이

A는, 현대복식에 비슷한 형태나 기능을 가진 전통복

식을 적용하면서 새로운 기능성 및 장식성을 효과를

가져왔다.

4) M(Modify/Magnify/Minimize)-변형하기

본 연구에서 ‘M(Modify/Magnify/Minimize)-변형

하기’에 해당하는 질문은,

* 개선을 위해 형태를 바꿀 수 있는가?

* 길이나 높이, 면적, 부피를 확대할 수 있는가?

* 과장할 수 있는가? 그것을 극한까지 확대해 보

는 것은 어떤가?

* 빈도수나 개체수를 늘려보는 것은 어떤가?

* 길이나 높이, 면적, 부피를 축소할 수 있는가?

* 부분으로 나누거나 쪼갤 수 있는가? 이다.

‘M(Modify/Magnify/Minimize)'은 디자인의 모티

프가 되는 대상의 길이나 높이를 확대하거나 축소하

는 경우와 부분을 수정하거나 형태를 변형하는 경우

를 의미하는데, ‘형태와 크기를 적절히 변형하여’, ‘크

기를 달리하여’, ‘짧게 하여’, ‘크기를 작게’, ‘확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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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삼정자매듭’을 활용한 스커트 디자인

- 한국 전통매듭기법을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pp. 104-107

<그림 12> ‘떠구지머리’를 활용한 원피스 디자인

- 조선후기 여성 수식(首飾)의 장식적요소를 활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pp. 50-54

여’, ‘입체미를 주고자’, ‘크기와 색채에 변화를 준’,

‘중첩’ 등의 어휘로 묘사된다. 먼저 ‘수정하기’로써의

예를 살펴보면, 이학순은 앞의 중치막과 철릭을 응용

한 여성 코트 디자인에서 한복 특유의 평면재단의

조형성을 표현하되 평면의 T자형 소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소매에 기울기를 주어 재단했다고 밝

히고 있다.28)즉, 부분적인 형태의 수정으로 전체적인

조형성은 잃지 않으면서 기능성을 증진한 예로 볼

수 있다. 김지홍은 <그림 8>29)에서 당의를 활용하여

원피스를 디자인하였는데, 당의의 날개를 여러 개로

만들어 M중에서 ‘확대하기’의 예를 보여준다. 한편,

<그림 9>30)의 정소하와 <그림 10>31)의 고미경은 각

각 전각인면과 민화의 문자도의 원래 형태를 변형하

지 않으면서 크기만 확대한 M의 예를 보여 주고 있

다. M은 한국적 이미지를 활용한 디자인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나타났다.

5) P(Put to other uses)-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본 연구에서 ‘P(Put to other uses)-다른 용도로

활용하기’에 해당하는 질문은,

* 이것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가? 이다.

즉, 선택한 한국적 이미지가 복식(옷)을 만드는

데 활용이 가능한가에 관한 질문이다. 연구의 대상이

되는 39편의 논문은 디자인에 활용한 한국적 이미지

의 종류에 따라 각각 문양, 전통복식, 회화, 공예 등

으로 나뉘었다. 이 중 ‘P'의 경우는 전통복식을 제외

한 문양, 회화, 공예 등을 디자인의 영감으로 삼은

모든 논문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통복식

중에서도 머리 장식인 수식(首飾), 버선, 댕기 등 옷

이 아닌 장신구 등을 영감으로 하여 옷을 디자인한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그림 11>32)에서 김선미는

원래 노리개 등의 장신구에 쓰이는 한국의 전통매듭

인 삼정자매듭을 연결하여 스커트를 디자인하였고,

<그림 12>33)에서 송연진은 조선후기 여성 수식 중

하나인 떠구지 머리와 땋은 머리를 활용하여 원피스

의 앞면을 장식하였다.

6) E(Eliminate)-제거하기

본 연구에서 ‘E(Eliminate)-제거하기’에 해당하는

질문은,

* 불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 간소화, 단순화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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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고려청자의 당초문을 활용한 재킷 디자인

- 고려청자의 당초문양을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pp. 68-72

<그림 14> 나전국당초문원형합의 당초문을 활용한 웨딩드레스 디자인

- 한국 전통매듭기법을 응용한 웨딩드레스디자인 연구, pp. 68-69

* 생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다.

‘E(Eliminate)'는 대상의 구성요소의 핵심기능을

단순화한 경우를 말하는데 디자인에서는 주로 형태

의 단순화로 나타난다. 이러한 디자인 발상과정을 표

현하는 어휘로는 ‘심플하게’, ‘간소화’, ‘단순화’, ‘간편

화’, ‘간결하게’, ‘생략’ 등이 있었다. E의 예를 보면,

<그림 13>34)에서 한수경은 고려청자에서 볼 수 있는

당초문양을 단순화하여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모티

브화한 뒤, 그것을 반복하여 의복의 패턴으로 응용하

고 있다. <그림 14>35)에서 김현정은 나전국당초문원

형합에서 당초문을 가져와 두 단계의 단순화작업을

거친 뒤 원형의 모티브를 얻고 그것을 드레스의 표

면을 입체적으로 장식하는 용도로 활용하였다. 이렇

듯, E는 디자인 발상의 모티프가 되는 대상의 일부

분을 제거하거나 형태를 간소화시켜 추상화하는 방

법으로 나타났다.

7) R(Reverse/Rearrange)-반전시키기, 재배열하기

본 연구에서 ‘R(Reverse/Rearrange)-반전시키기,

재배열하기’에 해당하는 질문은,

* 상하, 좌우, 안과 밖의 위치를 서로 바꿀 수 있

는가?

* 순서를 바꿀 수 있는가?

* 어떤 배열이 더 나을 것인가?

* 위치를 바꿔 보는 것은 어떤가? 이다.

‘R(Reverse/Rearrange)'은 구성요소의 위치를 재

배열한 경우로 보았다. 이를 표현하는 어휘로는 ‘위

치를 달리하여’, ‘재구성’, ‘재배열’, ‘속옷의 겉옷화’ 등

이 있다. <그림 15>36)에서 김태현은 조선시대 궁궐

단청 이미지를 활용한 의상디자인 연구에서 창경궁

의 경춘전 단청의 당초문을 가져와 형태는 크게 변

형시키지 않은 채 본인이 디자인하고자 하는 원피스

의 디자인에 맞게 재배열하였다. <그림 16>37)에서 한

정인은 고구려 고분벽화의 사신도를 응용한 의상디

자인 연구에서 강서중묘의 주작을 원피스에 핸드 페

인팅하였는데, 여기에서 주작의 머리와, 몸통, 날개

문양을 분리하여 원피스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면

에 재배치하였다. 대체로 R은 문양이나 그림을 의복

에 적용할 때 의복의 형태에 맞도록 재배열되는 경

우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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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창경궁 경춘전 단청의 당초문을 활용한 원피스 디자인

- 조선시대 궁궐 단청(丹靑)이미지를 활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p. 69-72

<그림 16> 강서중묘의 주작을 활용한 튜브탑 디자인

- 고구려 고분벽화의 사신도를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pp. 64-68

3. 한국적 이미지의 패션디자인 발상과정 분석
결과

SCAMPER는 원래 디자인의 결과물을 판단하는

기법이 아니라 디자인 아이디어를 전개하는데 도움을

주는 창의적 발상기법이다. 그러나 반대로 SCAM-

PER를 통해 기존의 의상디자인 연구 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한국적 이미지가 충분히 다방면으로 활용되

고 있는지와 SCAMPER의 각 체크리스트와 한국적

이미지의 종류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

볼 수 있었다.

1) 한국적 이미지의 활용도

위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2004년

이후의 한국적 이미지에 관한 패션디자인 연구 중

의복디자인만을 다룬 학위논문 39편을 문양, 전통복

식, 회화, 공예 및 기타로 나누어 분류해 보았다. 논

문들을 살펴본 결과, 전체 39편에서 가장 많이 활용

된 한국적 이미지는 문양으로 총 15편(약 30.6%)이

포함되었다. 문양에서는 단청문과 꽃살문이 각각 3편

씩으로 가장 높은 활용도를 보여주었다. 이 밖에도

길상어문, 당초문, 연화문, 운문, 창살문, 담 꽃문, 매

화문 등이 활용되었다. 두 번째로 많이 활용된 이미

지는 전통복식이었다. 총 11편으로 22.4%를 차지했

으며, 그 안에서는 여성의 머리 장신구인 수식(首飾)

과 버선, 댕기 등 액세서리 종류가 총 5편으로 치마,

저고리 등의 의복보다 활용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

었다. 의복의 종류에서는 편복포, 심의, 철릭 등 남성

의 포(布)종류가 많이 이용되었으며, 여성복에서는

한복 치마가 디자인의 소재로 활용되었고, 전통복식

전체를 디자인의 소재로 삼은 경우도 한 건 있었다.

문양과 전통복식 다음으로 많이 활용된 소재는 회화

로, 총 49편 중 9편을 차지하여 18.3%의 비율을 보

여주었다. 회화 분야에서는 민화가 총 5편이었고, 이

밖에 사군자를 포함한 문인화가 2편, 고분벽화와 풍

속화를 디자인의 소재로 삼은 경우가 각각 한 건씩

있었다. 전통 공예는 총 8건(16.3%)으로 매듭, 자수,

조각보, 나전칠기, 부채, 누비, 전각 등 비교적 다양

한 소재가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색동을 포함한 전통색을 이용한 사례가 3건, 한글과

장승, 한국의 산을 소재로 삼은 경우도 각각 한 건씩

발견되었다. 한편, 총 39편의 연구 중 6편이 제목에

서 밝힌 바와 다르게 실제로는 디자인의 모티브가

되는 한국적이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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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전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선행연구들과는 연구대상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가 힘들지만, 음정선, 유영선의 연구에서와 마찬

가지로 한국적 이미지 중 패션 분야에 있어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한국적 이미지는 문양이었으며, 그 다

음으로 전통복식과 회화, 공예 순으로 사용되고 있었

다. 이를 살펴본 결과, 각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적인 이미지가 편향

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또한 그 이미

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와 이해가 없

이 추상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적 이미지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활용과

함께 미의식까지 내포하는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

춘 패션디자인을 위해서는 먼저 한국적 이미지에 대

한 깊이 있으면서 폭넓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

이다.

2) SCAMPER에 의한 한국적 이미지의 패션디자

인과정 분석

분석결과, SCAMPER의 체크리스트 중 S(대체하

기)는 주로 전통복식을 디자인의 모티브로 삼아 현

대복식을 디자인할 때 유용한 방법으로 나타났다. 평

면재단으로 인한 전통복식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

해 현대복식의 구성법으로 대체한다거나 여밈시 전

통복식의 고름 대신 현대 복식에 사용되는 단추나

지퍼 등으로 대체하여 전통복식의 직선적이고 기하

학적인 조형성은 살리되 기능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C(결합하기)는 디자인의 모티브가 되는 한국적 이

미지를 실루엣, 네크라인, 앞여밈이나 밑단선, 주머니

등 주로 의복의 디테일이나 구성선에 결합시키고자

할 때 많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에 해당

하는 한국적 이미지는 주로 구체적인 형태를 지닌

문양이나 공예품들로써, 특히 외곽선의 형태가 분명

하고 조형적으로 재미있는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었다. A(적용하기)는 디자인에 영감을

주는 모티브와 목표한 결과물 사이에 유사점이 있을

경우에 주로 활용되는데, 본 연구에서도 A기법을 사

용한 것으로 나타난 사례들은 주로 전통복식을 현대

복식화하는 경우였다. 특히 비슷한 역할과 기능을 담

당하는 복식들 사이에서 이 기법이 많이 쓰였다. 예

를 들어, 외투로 사용되는 철릭과 현대의 코트, 한복

치마와 드레스 등이다. M(수정하기/확대하기/축소

하기)은 문양을 비롯하여 전통복식, 공예품, 회화 등

모든 한국적 이미지를 활용한 디자인에 광범위하게

활용되었다. 또한 이 기법은 단독으로도 활용이 되었

지만 C(결합하기)나, E(제거하기), R(반전시키기, 재

배열하기) 등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P(다

른 용도로 활용하기)는 선택한 한국적 이미지가 옷

과 관련이 없으면서 옷을 만드는 데에 활용이 가능

한가에 관한 체크리스트이다. 그러면서 그 이미지들

은 형태의 큰 변화 없이 본래의 기능이 아닌 디자인

한 옷의 부분으로써 다른 용도로 활용되어야 한다.

E(제거하기)는 모티브가 되는 한국적 이미지의 구

성요소 중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거나 단순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입체적인 것을 평면화하는 것도 이

에 해당된다. 주로 문양을 모티브로 사용할 때 많이

활용되었는데, 단순화된 모티브는 M의 확대하기(반

복)기법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R

(반전시키기, 재배열하기) 또한 주로 문양이나 그림

을 의복에 적용할 때 자주 사용되었는데, 이 때 문양

의 형태는 크게 변형이 없고 의복의 실루엣이나 디

자인에 맞춰 문양이 재배열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SCAMPER의 각 항목이 얼마나 활용되고

있었는지 살펴 본 결과, 전체 39편의 논문 중에 7개

의 항목 중, 구체적인 모티브의 제시 없이 디자인을

전개한 경우가 6편, 발상기법이 전혀 사용되지 않은

연구가 1편이 있었다. SCAMPER의 7가지 체크리스

트 중 3가지 항목을 사용한 경우가 13편(33%)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4가지 항목을 사용한 경

우가 7편(18%), 5가지 항목을 사용한 경우가 6편

(15%)이 있었고, 6개 항목을 사용한 연구가 3편

(8%), 2가지 항목을 사용한 경우가 3편(8%)인 것으

로 나타났다. 즉, 7가지 항목 중에 3가지 이하의 항

목을 사용한 논문은 23편으로 전체의 59%에 해당하

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창의적인 발상기법에

비추어 봤을 때 패션디자인 연구에서 한국적 이미지

가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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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한국적 이미지는 한국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으

로서 역사적 발전 속에서 형성되어 온 특수한 미적

가치와 세계적인 보편성을 바탕으로 창조되거나 재

생산된 가시적 형상을 지칭한다. 또한 이로부터 느껴

지는 분위기, 연상, 심상, 감각 등이 포함된 총체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한국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패션

디자인을 할 때 표면적인 형태나 색상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상징도 디자인 발상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상적인

의미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므로, 먼저 모티프

로 삼고자 하는 이미지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즉, 담고 있는 상징과 의미를 조사하고, 시

대에 따른 그 이미지의 다양한 변형도 함께 살펴보

아야 보다 깊이 있고 다양한 변용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앞서 살펴본 SCAMPER는 그 동안 많은 학자들

의 연구와 검증을 거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데

유용한 기법으로 활용되어 왔다. 실제로 디자인 과정

에서 가장 힘든 과정이 디자인을 전개하고 발전시키

는 것이라고 할 때 체크리스트의 질문을 하나하나

점검해 가며 디자인을 전개하도록 하는 SCAMPER

는 패션 디자인 분야에서도 창의적인 디자인을 도출

해 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

에서는 기존의 SCAMPER의 기법을 패션디자인 과

정에 맞춰 보다 세분화하였고 실제적인 행동을 유도

하는 구체적인 질문으로 제시하였다.

이 질문에 맞춰 최근 10년간 한국적 이미지를 모

티브로 활용한 패션디자인 연구를 살펴본 결과, 전체

39편의 논문 중 문양을 활용한 연구가 15편으로 가

장 많았으며 이 중에서도 단청문과 꽃살문의 활용빈

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문양 다음으로는 전통복

식을 활용한 경우가 총 11편이었고, 회화를 디자인의

모티브로 삼은 경우가 9편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전통공예로 8편의 논문이 이에 해당했다. 이 밖에 전

통색을 사용한 경우가 3편, 한글, 장승, 한국의 산 등

을 소재로 삼은 경우가 각각 한 편씩 발견되었다. 이

러한 결과를 통해 한국적 이미지를 활용한 패션디자

인 연구에서 한정적인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활용되

고 있으며, 그 역시도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되지 못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SCAMPER의 체크

리스트를 통해 살펴 본 패션디자인과정에서는 7가지

항목 중 3가지 이하의 항목을 사용한 논문이 전체의

59%에 해당하여 선택한 이미지에 대한 활용이 충분

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후행 연

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SCAMPER의 구체적

인 체크리스트에 따라 실제로 패션디자인 과정을 전

개해봄으로써 그 유용성을 재확인하고 검증하는 과

정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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