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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 rapidly changing fashion design world, creative ideas are always required. 

Knowledge has been created as an art, exhibiting a new imagination that 

surpasses reality, while being visualized from the pas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types of visualization of knowledge for continuous creation 

of fashion design. The study consists of literature and empirical studies. ATTA, 

a creativity evaluation method made by Torrance applied for analyzing of 

Gucci fashion design collections from 2016-2017. Creativity of the Gucci 

collection by ATTA evaluation items are that first, a vivid idea was revealed 

through collection history, myths and animal and plants, second, conceptual 

incongruity is in the composition of the garment, third, provocative questions 

are the symbolism of the meaning of the text, fourth, different perspectives 

derive a new formative beauty through the synthesis of twisted elements, 

fifth, abstraction is a symbolic expression of animals and plants, sixth, 

synthesis is a mixture of various materials and techniques by plural inspiration, 

seventh, context, it is developed as a design accompanied by stories of 

history and myth and eighth, fantasy is fictitious animals and animals and 

detail. In addition, formativeness of fashion design by visualization of this 

knowledge was extracted with contamination, symbolism, enjoyment and 

fabrication. Visualization of the knowledge is expected to be used as a 

strategy to attract ongoing ideas for creative fashion desig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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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패션디자인은 빠른 유행을 주기로 변하는 가운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경쟁력이 된다 따라서 창조를 위한 지속적인 .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끊임없이 생성되는 지식은 창조를 . 

위한 원천이 된다 예로부터 인류는 지식을 객관화 관습화. , 

와 공적 합리화로 확산하기 위해 시각 즉 이미지를 이용, 

해오고 있다 지식의 시각화는 기술의 발전으로 시 공간을 . ·

초월하며 즉각적 상호작용성과 매체연결성 등으로 그 어느 

때 보다 활발하다 따라서 지식의 시각화에 의한 창의적인 . 

패션디자인 연구는 체계적이고 객관화된 지식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발상을 통해 디자인 전공자의 디자인 사고능력을 

향상시켜 디자인 개발을 위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

며 이러한 맥락으로 본 연구가 필요하다 창의적인 패션디, . 

자인의 지속적인 구현을 위한 발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미술교육에서 시각적 사고를 활용해 창  

의성을 신장할 수 있는 실현가능성을 탐구한 논문(Lee, 

정보디자인을 위해 지식의 시각화를 연구한 논문은 2006), 

지식 시각화의 요소와 표현방법의 분류를 제안한 연구

예술가나 시각예술 전문가가 지식을 알아가(Jang, 2008), 

는 과정에서 이를 시각화 하는 탐색과정에 대한 연구

등으로 지식을 시각화를 예술에 접목하여 창(Jung, 2014) 

의성을 연구하거나 이를 유형으로 분류한 논문이 있다 그. 

러나 지식의 시각화를 활용하여 패션디자인을 연구하고 패

션디자인의 창의성 분석을 위해 를 활용한 연구는 TTCT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식을 시각화하고 창의적인 패. 

션디자인의 연구를 위해 를 도입한 본 연구는 새로TTCT

운 관점으로 패션디자인을 창조하고 이를 객관적인 유형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 연구로 패션디자인의 창의

적 사고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자료로 제공된다는 데 연

구의 가치와 의의를 갖는다. 

연구방법은 이론적 실증적 고찰로 이뤄진다 이론적 고  · . 

찰로 지식 지식의 시각화와 년 토렌스,  1958 (Ellis Paul 

가 창의성의 평가항목으로 도출한 Torrance, 1915~2003)

와 TTCT(Torrance Test of Creative Thinking)

의 이론적 ATTA(Abbreviated Torrance Test for Adults)

연구는 지식의 시각화에 의한 창의적인 패션디자인 분석의 

신뢰도를 고려 한 것으로 국내 외의 선행연구와 서적 등의 ·

문헌자료를 활용한다 의 아홉가지 창의성 평가항목 . ATTA

중 변화 는 패션디자인에서는 컬렉션을 통해 ‘ (Movement)’

관람자의 행동을 유발하는 동조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이는 

연구 범위의 한계를 갖는 항목으로 제외하였다 지식의 시. 

각화를 위한 패션디자인의 실증적 연구는 년 이후 구2015

찌 의 수석디자이너가 알렉산드로 미켈레(Gucci) (Alessandro 

로 교체 된 이후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Michele, 1972~)

는 컬렉션 작품 분석으로 하였다 이는 미켈레가 컬렉션 . 

주제로 활용한 지식은 신화와 역사 등의 다양성을 내포하

여 지식의 시각화 유형에 따른 패션디자인의 유형을 다양

한 관점으로 분석 할 수 있기 때문에 분석대상으로 하였

다 연구범위는 미켈레가 구찌의 수석디자이너로 데뷔한 . 

이후 컬렉션인 부터 지난컬렉2016 Spring Ready-to-wear

션인 까지 총 개의  컬렉션 작품을 분석하였2018 Resort 7

으며 자료는 패션서적과 인터넷을 활용하였다. 

이론적�고찰II.�

지식과�유형1.�

지식의 정의1) 

지식은 어떤 대상에 대해 학습이나 실천으로 알게 된 인식

이나 이해의 사전적 정의와 더불어 정당화된 믿음과 가치, 

를 창출하는 진실의 조건 정당화의 조건 믿음의 조건이다, , 

지식의 목적은 세계에 대한 이해 생각하는 (Oh, 2013). , 

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능력으로 , , 

넓은 의미의 지식은 사물에 관한 개개의 단편적인 실재적, 

경험적 인식이며 좁은 의미로는 원리적 통일적으로 조직, , 

되어 객관적 타당성을 요구할 수 있는 판단체계이다(Jang, 

피커 드러커 는 지식의 의2008). (Peter Drucker, 1909~)

미와 역할의 변화가 역사의 원동력이며 인류는 지식의 적, 

용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더 나은 시대를 열어간다고 

하였다 지식은 역사의 발전과 더불어 지속적으(Oh, 2013). 

로 생성되어 삶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원류로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해야 하는 패션 디자인 창의적인 발

상을 위한 보고이다.

 

지식의 유형2) 

년 지식을 개의 가장 중요한 주제로 나눈 듀이의 1873 10

십진법의 유형은 도서관의 기능에 부합하게 만든 지식분류 

체계로 세상의 모든 지식에 질서정연함과 체계를 부여하고

자 만든 분류법이 있으나 세기 들어 지식의 중요성이 커20

지며 지식의 의미와 형식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

되어 다음과 같은 지식의 유형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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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식지식 암묵지식 (Explicit Knowledge), (Tacit Knowledge)

영국의 마이클 폴라니 는 지(Michael Polanyi, 1891-1976)

식의 이론에 중요한 이론가로 그는 형식지식과 암묵지식의 

유형으로 지식을 구분하여 지식의 구조를 연구하였다. 형

식지식이란 문서 등으로 표현되어 공유할 수 있는 지식으

로 과학원리나 법칙  등 논리적 문장과 같은 객관적이며 , 

언어로 서술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지식들은 (Oh, 2013). 

인쇄를 통한 문서는 물론 디지털 문서와 같은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공유되고 있다 암묵지식이란 우리가 의식적으로 . 

깨닫지 못하거나 쉽게 서술 할 수 없는 개인의 경험 이미, 

지 노하우 등 내재적인 지식이다 형식지식과 , (Oh, 2013).

암묵지식은 연계성으로 개인의 지식을 형성하는데 두 유, 

형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학자로 제프리 후앙(Jeffery 

과 알라비와 레이드 그리고 노Huang) (Alavi and Leidner) 

나카 와 다케우치 가 있다 제프리 후앙(Nonaka) (Takeuchi) . 

은 지식을 일반 지식으로 인간이 지니고 있어야 할 (general)

기본적인 지식 과학 지식은 과학분야에서 알려진 , (scientific)

원인이나 결과와 심리 등의 전문적인 지식 특유, 

지식은 집단이나 개인의 특수지식 및 개인적 (idiosyncratic)

선호와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 경험 지식은 개, (experiential)

인의 경험을 통해 얻는 지식으로 직관 판단과 상식의 가, 4

지로 연계성을 설명하였다 알라비아 레이드너는 암묵지식. 

과 형식지식의 생산형태를 구체화 내재화 사회작용과 결, , 

합으로 설명하였다 구체화는 암묵적 지식을 새로운 형식. 

적 지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내재화는 형식적 지식으로. 

부터 새로운 암묵적 지식이 내재화 되는 것이고 사회작용, 

은 암묵적 지식을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암묵적 

지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결합은 기존의 형식적 지식을 , 

모으고 분류하고 통합하여 새로운 형식적 지식을 생산하는 

것이다. 

Figure� 1.� Types� of� Knowledge�
  

노나카 와 다케우치 는 조직을 만드는데 (Nonaka) (Takeuchi)

필수적인 지식으로 개의 영역으로 구분했다 경험적 지식4 . 

은 경험에 의한 암묵적 지식으로 개인의 요령이나 노하우, 

개념적 지식은 이미지와 상징의 언어에 의한 형식지식 일, 

반지식은 행동과 실행과정에서 일반화된 암묵지식으로  업

무의 노하우 조직의 일과 등이며 그리고 시스템적 지식은 

체계화 되고 형식화된 형식지식으로 문서 데이터 베이스, , 

매뉴얼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암묵지식과 형식지식은 기.  

존의 지식이 새로운 지식과의 교환 개인의 실행 경험 시, · , 

스템적 지식 등에 의해 상호교환 및 작용으로 지속적으로 

생산되며 창조되고 있다 은 지식을 형식지식과 암. Figure1

묵지식의 유형과 종류로 나누고 이들의 상호관계를 정리한 

그림이다.

지식의�시각화2.�

지식의 시각화 정의 및 역사 1) 

시각화는 보이지 않는 것을 일정한 형태로 보이게 한다는 

사전적 의미가 있다 출처 시각적 사고란 어떤 아이디어나 ( ).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시각적 요소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개인의 경험이나 학습을 통해 기억되거(Oh, 2013). 

나 사고되는 심상을 시각적으로 인지 할 수 있게 표현하는 

것은 시각적 사고이며 이는 구성요소들의 구조와 맥락의 , 

이해를 촉진하여 역동적인 전환을 촉진하여 새로운 관점으

로 문제를 재구성하도록 한다 시각은 정보를 (Lee, 2006). 

인지하게 하는데 이는 다양한 분야에서 커뮤니케이션 강화

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지식의 시각화된 이. 

미지는 알고 있는 것들을 풍부한 의미로 전달하고 복잡한 

지식에 대한 통찰을 구성하고 전달하는 모든 의미를 시각

적 표현으로 가시화 한다 에플러 와 벅하(Oh, 2013). (Ep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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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는 지식시각화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을 (Burkhard) ‘

좀 더 풍성한 의미로 전달함으로써 사람 또는 그룹 사이의 

지식의 창작과 전달을 개선하여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라’ 

고 정의하였다 이는 커뮤니케이션이 수단으로 (Jang 2008). 

사용자 간의 경험 견해 가치를 전달하여 상호간 교류를 , , 

원만히 한다. 

지식은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시각화의 방법이 변화하는   

역사이다 고대는 문자체계가 없었으므로 동굴의 벽에 이. 

미지를 그려 기록하였다 문자 발명 이후에도 문자만으로 . 

지식의 기록할 수 없어 기호와 일러스트레이션 등으로 이

미지를 활용하였다 고대 이집트는 파피루스의 발명으로 . 

종이에 문자와 기호 등을 필사로 기록하였다 르네상스 이. 

후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여 목판이나 동판으로 이미지를 만

들어 기록하였다 근대는 석판 일러스트레이션이나 사진에 . , 

의해 지식의 전달이 확장되었다 세기 이후에는 사진이 . 19

출현하여 지식의 새로운 시각화 역사를 이루었다 또한 . 21

세기 이후 디지털 기술의 보급의 확산으로 지식의 증가와 

보급이 그 어느 때 보다 활발하다 이같이 지식의 형태는 . 

고대로부터 당대의 기술을 반영하며 복잡하고 다양해지며 

이미지 문자 기호와 가상 이미지 등의 형식으로 축적되고 , , 

있다.

지식의 시각화와 관여도2) (Involvement)

지식은 현실을 뛰어넘는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하게 되는 

창의력의 원천이라고 하였다 또한 (Oh, 2013). 칙센트미하

이 는 창의성을 사회현상과 개인이 (Csikszentmihalyi,1976~)

행동으로 정의하였는데 한 개인의 창의적인 산출물에 대, 

한 기준은 그 사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동, 

의에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지식의 시각화는 (Kang, 2010). 

관여도를 높여 동의가 수반되는 창의적인 디자인 도출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관여도는 사회심리학에서 개발된  

이론으로 특정대상과 개인의 관련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

해 이용되는 가상적인 개념 이다 관여도의 변화 요인으로” . 

는 개인 대상과 상황이며 각성 흥미 감정적 집착의 수준, , , 

에 따라 고관여과 저관여로 분류된다 관여도(Kim, 1994). 

는 대상에 대한 흥미를 통해 정보탐색이 활발해지는 능동

적인 행동을 유발시켜 태도변화를 가져온다 인지도가 높. 

은 요소를 활용하면 고관여도를 유도할 수 있는데 보편적, 

이고 객관적인 지식을 활용한 전략은 이러한 측면에서 매

우 타당하다 지식의 시각화는 사용자들에게 지식 대상에 . 

대한 학습과 발견 구성원 간 지식 생산의 협동과 집중 지, , 

식을 활용한 기억과 동기 부여 및 또 다른 지식 창출을 위

한 통찰 및 간접적 직접적인 경험을 제공하여 사용자의 관

여도를 높인다 즉(Oh, 2013). , 지식은 객관화된 논리에 근

거하는 가운데 보편성과 동조성으로 사람들의 관여를 이끄

는데, 관여도를 가져오는 지식은 전달하고자 하는 사용자

들의 관점과 경험 및 흥미적 요소의 활용으로 조작되어 새

로운 가치와 의미를 형성한다 아이디어나 지식의 시각화. 

는 예술기반 연구의 한 형태이며 자신이 알게 된 지식이, 

나 생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지속적인 창의력의 

원천이 된다.

창의성�평가�측정도구�3.�

1) TTCT (Torrance Test of Creative Thinking)

는 년에 최초로 출판 된 이후 창의적 사고능력 TTCT 1966

평가의 기준이 되어오고 있다 창의성 (Shen & Lai, 2014). 

평가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확산적 사고검사 중 토렌

스의 창의적 사고검사인 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TTCT

리 사용되고 있다 는 창의성 연구로 (Kang, 2010). TTCT

저명한 토렌스가 길포드 의 창의적 문제해결 (J. P. Guilford)

기술을 수용하고 발전시켜 만든 사고검사이다(Althuizen, 

Wierenga, & Rossiter, 2010). 검사의 방법은 언어 TTCT

검사와 도형검사로 번갈아 사용하며 언어검사는 국가별로 , 

상이한 언어를 사용하므로 도형검사가 많이 사용된다 도. 

형검사는 완전한 도형을 완성하는 가운데 여러 조합을 구

성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분의 시간제한이며 다. 30

음의 세부내용이다 첫 단계는 그림구성을 구성한다 제한. . 

시간은 분이며 달걀모양 혹은 강낭콩 모양의 도형을 주10 , 

고 이것을 사용하여 물건이나 그림을 상상한다 두 번째 . 

단계는 그림을 완성하는 단계로 도형 개를 제시하고 거10

기에 건을 덧붙여 하나의 완전한 도형을 완성해야 하며 제

한시간 역시 분이다 세 번째 단계는 제한시간 분 안10 . 10

에 임의로 구성된 직선과 원으로 다른 사물을 생각하여 그

리게 하는 것이다 는 유창성 정교성. TTCT (40-154), 

독창성 제목의 추상성 정교(40-160), (40-160), (40-160), 

성과 성급한 종결에 대한 저항 등을 측정하며 유(40-160) 

연성은 기존의 확산적 사고의 네 가지 평가항목인 유창성

과 유일무이하여 제외하였다 네 가지 평가항목으로 창의. 

성 발현을 측정하는 것의 우려로 창의적 강점(Creating 

의 개 준거 참조점수를 더하여 점수를 계산하여 strength) 13

창의력을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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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TTA(Abbreviated Torrance test for adult manual)

토렌스는 창의적인 동기와 기술의 능력은 성인에게도 창의

적인 성취를 발생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하였으며(Kim, 

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창의적인 사고 능2006), ATTA

력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Shen 

의 구성에서 추출된 세 개의 항목 한& Lai, 2014) TTCT (

개의 언어와 두 개의 도형 테스트 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 

토렌스는 이러한 창의성 평가를 통해 창의적인 사고의 검

증 뿐 아니라 창의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이러한 연구

를 하였다 는 의 평가시간을 분으로 단축하. ATTA TTCT 15

여 평가하게 된다 확산적 사고평가 항목인 유창성 유연. , 

성 독창성과 정교성을 평가하기 위한 구체화 된 기준참조, 

항목으로 다음과 같다 생동감 있는 (Criterion-references) . 

아이디어 개념의 부조화(Vividness of ideas), (Conceptual 

의문의 유발 다른 관incongruity), (Provocative questions), 

점 추상성 변화(Different perspectives), (Abstractness), 

문맥 합성 환상성(movement), (Context), (Synthesis), 

이며 이러한 창의력 평가를 위한 구체화된 항목(Fantasy)

들로 창의적인 디자인 목적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토렌스가 제시한 창의성을 측정하는 (Jennings, 2011). 

의 구체화 된 창의성 평가 항목은 디자이너가 창의ATTA

적인 디자인을 위한 창의성 실현의 객관적  지침을 제시하

고 있다.

Figure� 2.�
2016� Spring�

Ready-to-wear� #4
-www.vogue.com

Figure� 3.�
2016� Spring�

Ready-to-wear� #44
-www.vogue.com

Figure� 4.�
2016� Spring�

Ready-to-wear� #38
-www.vogue.com

Figure� 5.�
2016� Spring�

Ready-to-wear� #7
-www.vogue.com

Figure� 6.�
2016� Spring�

Ready-to-wear� #30
-www.vogue.com

지식의�시각화와�패션디자인�분석III.�

구찌�컬렉션에�활용된�지식의�시각화와�패션디자인1.�

의 컬렉션을 위해 미켈레는 2016 Spring Ready-to-wear

르네상스와 년대를 배경으로 디자인 하였다 또한 그1970 . 

는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디자이너 로베르타디까메리노

와 월터 알비니(Roberta di Camerino, 1920-2010) (Walter 

를 떠올리며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소재Albini, 1935-1992)

를 사용하였다고 하였다 이탈리아의 전통지식을 그의 감. 

성으로 재해석 하였다 미켈레는 구찌 컬렉(Mower, 2015). 

션의 전통적인 구찌의 절제되고 간결한 디테일과 실루엣의 

미학적 요소를 개혁하였다 러플 다채로운 컬러 시퀀 리. , , , 

본르네상스와 이탈리아의 과거를 보는 듯 정교한 풍경

을 라인의 간결한 드레스에 표현하였다 신화(Figure 2) H . 

적인 동 식물의 프린트와 자수· (Figure 3), 실재하지 않는 

가상현실은 현실과 동조하면서 상상했던 것이 눈앞에 구현

되어 현실의 경계가 허물어지거나 모호해지며 현실을 초월

한 새로운 환경변화를 구현하는데(Lew & Seo, 2017), 실

재하지 않는 허구의 벨트와 주름을 프린팅 한 초현실적인 

기법의 드레스 는 환상공간을 형성한다 르네상스(Figure 4) . 

의 화려한 러플장식의 드레스를 간소화한 실루엣에 화려한 

문양과 티어드로 장식적인 요소를 준 드레스 와 (Figure 5)

앤드로지너스룩의 매니시한 수트 등 복합적인 지(Figure 6) 

식이 결합된 화려한 작품을 미켈레만의 감각으로 완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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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2016� Pre-Fall� �

Ready-to-wear� #47
-www.vogue.com

Figure� 8.
2016� Pre-Fall�

Ready-to-wear� #3
-www.vogue.com

Figure� 9.
2016� Pre-Fall�

Ready-to-wear� #51
-www.vogue.com

Figure� 10.
2016� Pre-Fall�

Ready-to-wear� #54
-www.vogue.com

Figure� 11.
2016� Pre-Fall�

Ready-to-wear� #72
-www.vogue.com

  

컬렉션은 미켈레가 과거 2016 Pre-fall Ready-to-wear 

세기 역사에 대한 지식을 자신만의 감성과 감각으로 재18

해석한 컬렉션이다(Cardini, 2015 세기 유럽 전역에 유). 18

행한 시누아리즈 라 불리는 중국풍 의상(Chinoiserie) (Lee, 

2014)에서 차용된 디테일도 보인다 세기의 이(Figure 9). 18

탈리아를 떠올리게 하는 문양이 프린트된 의상(Figure 8), 

글래머러스 한 인타르시아 기법으로 제작한 털 코트(Figure 

크로쉐 원단에 자수디테일 등의 다양한 소재가 돋보인7), 

다 그리고 데님을 년대의 상징적인 소재로 하였는데 . 1970

이 시기는 젊음과 자유의 상징이었던 데님의 대중화 된 시

기이다 메탈릭 포인트의 플리츠 스커트 조합(Figure 10). 

도 스포티한 감각의 요소이며 여러 시대를 동(Figure 11) , 

시에 하나의 컬렉션에 담아내고 있다 그가 만들어내는 아. 

이템들 역시  이색적인 요소들이 시대를 거스르는 혼합과 

조합으로  복합적인 조화를 만들고 있는데 이러한 다채로, 

운 믹스 매치는 구찌가 대중을 사로잡는 이유이기도 하다

(Cardini, 2015). 

컬렉션은   2016 Fall Ready-to-wear 메디치 가문(Medici)

출신으로 프랑스 왕 헨리 세의 왕비 카트린느 메디 (Henry)2

치 와 르네상스시대(Catherine de Medici, 1519-1589) , 

년대의 스포츠와 년대의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수1970 1980

공예 신화의 동 식물 등에서 지식을 구하였다, · (Mower, 

카트린느 메디치 자화상에 보이는 진주장식이 달린 2016). 

네크라인의 디자인과 르네상스 시대의 러플장식을 디자인

한 드레스 와 신화에 나오는 상상속의 동물을 (Figure 12)

형상화하여 드레스의 가슴 장식으로 활용한 드레스이다

또한 년대의 파워솔더와 세기 자화상(Figure 13). 1980 16

의 상체구조를 응용하여 디자인을 하였다 미켈(Figure 14). 

레는 그라피티 아티스트 트러블 앤드류, (Trouble Andrew)

의 스프레이로 그린 고스트가 나올법한 이미지로 변신한 

구찌의 이니셜과 이미지들로 구찌의 모든 컬렉션 제품을 

프린트 하여 바이커 재킷 스커트와 가방 등에 넣기도 하, 

였다 르네상스 시대의 남성복 재킷과 블라우스 (Figure 15). 

네크라인을 응용한 소매에 달린 리본 디테일 등을 첨가한 

수트도 미켈레만의 조합으로 완성되었다(Figure 16).

는 매직랜턴을 테마로 년  2017 Spring Ready-to-wear 70

대의 클럽 모조품들로 구성된다 르네상스의 유물과 얽혀. 

있는 세기의 빈티지 대중문화의 환상을 자아내는 요소들20

과 여러 문화가 혼합되고 있다 미켈레는 (Mower, 2016). 

동일한 컬렉션을  전재함에 있어 절대 하나의 관점에 머무

르지 않으며 다양한 요소를 탐구한다 베니스 르네상스의 , . 

지식을 작품에 넣어 세기의 유행한 아름다음과 정교함으15

로 컬렉션이 승화되었다 티어드 이브닝 드(Mower, 2016). 

레스의 중앙 하트 자수와 숫자 는 미켈레의 행운의 숫XXV

자 이다 년대 클럽을 연상시키는 메탈릭한 25 (Figure 17). 70

소재와 르네상스의 러프장식이 화려한 블라우스와 팬츠

와 블라우스의 네크라인이 러프칼라에서 응용된 (Figure 18)

것으로 보이며 매 시즌 신화 속 상상의 동물을 문양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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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2016� Fall�

Ready-to-wear� #35
-www.vogue.com

Figure� 13.
2016� Fall�

Ready-to-wear� #23
-www.vogue.com

Figure� 14.
2016� Fall�

Ready-to-wear� #26
-www.vogue.com

Figure� 15.
2016� Fall�

Ready-to-wear� #10
-www.vogue.com

Figure� 16.
2016� Fall�

Ready-to-wear� #37
-www.vogue.com

Figure� 17.
2017� Spring�

Ready-to-wear� #5
-www.vogue.com

Figure� 18.
2017� Spring�

Ready-to-wear� #8
-www.vogue.com

Figure� 19.
2017� Spring�

Ready-to-wear� #10
-www.vogue.com

Figure� 20.
2017� Spring�

Ready-to-wear� #30�
-www.vogue.com

Figure� 21.
2017� Spring�

Ready-to-wear� #41
-www.vogue.com

드러내어 다이나믹한 조합이 흥미로운 컬렉션을 전개한다

또한 (Figure 19). 시누아리즈를 활용한 문양 여밈과 칼라, 

의 디테일의 재킷과 스커트가 년대 클럽의 아이디어로 70

메탈릭하고 화려한 색감의 의복으로 디자인 되었다(Figure 

미켈레는 숫자와 텍스트를 통해 컬렉션의 메시지를 20). 

전달하기도 하는데 의 드레스는 중국풍의 문양, (Figure 21)

과 디테일의 드레스에 가 프리트 된 밸트의 ‘CEMETRY’

조합으로 관람자에게 디자이너가 언급한 단어에 대한 의문

을 유발하며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컬렉션은 컬렉션은 신화의  2017 Pre-fall Ready-to-wear

큰 뱀 자신의 꼬리를 먹는 용 스누피 도날드 덕 자라지 , , , , 

않는 토끼 호랑이 고양이 등 신비로운 동화와 환타지의 , , 

지식을 활용하여 이야기 하듯이 작품을 전개하고 있다

(Cardini, 2016) 미켈레는 이번컬렉션에도 지속적으로 이. 

탈리아를 테마로 하며 더불어 영국의 정원 르네상스 시대 , 

그림과 고전적인 조각 등의 복잡하고 풍부한 역사적인 요

소와 허구의 신화나 상상속의 동물에서 작품의 아이디어를 

구하였다 작품들은 원단에 프린트 자수 시퀀등의 디테일. , , 

들이 하나의 아이템에 복합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이러, 

한 복잡한 디테일의 아이템들이 하나의 착장으로 레이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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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가운데 화려한 시대는 물론 환타지 등의 환상을 자아

낸다 케이프 전체를 팝아트 적인 반복된 사각 프레임안에 . 

호랑이를 프린트한 케이프와 원색의 스트라이프가 프린트

된 니트와 팬츠는 장식과 아이템의 다양함으로 화려하다

다양한 스타일이 믹스 매치되는데 스포티즘(Figure22). , 

미니멀리즘과 로맨티시즘 등이 다채로운 문양과 컬러가 자

유롭게 혼합되는 가운데 새로운 미학을 만들어 낸다

미니멀한 코트에 장식된 르네상스의 러플(Figure23, 25). 

장식 과 상상 속의 동물인 용의 자수 코트는(Figure 24)

미니멀한 디자인에 컬렉션의 아이디어를 반영하(Figure 26)

는 상징적 요소를 자수와 의복구성으로 적용하여 상징적이

다.

컬렉션은 이탈리아와 영국의   2017 Fall Redy-to-wear

전원 르네상스의 회화와 조각 현대적인 요소가 중복과 충, , 

첩된 문화적인 인식이 미켈레의 디자인에 반영되었다

가죽쟈켓의 스터드 플린지와 이너의 시누(Mower, 2017). , 

와즈리 풍의 프린트 탑과 구찌의 로고가 프린트된 스커G

트의 조합이 복합적인 요소의 결합이다 서양의 (Figure 27). 

코트에 일본의 전통회화 문양이 프린트 되어 동 서양의 요·

소가 혼합되었다 럭셔리한 이태리 패션의 요소(Figure 28). 

가  일본의 전통 우산 세기와 세기에 유럽에 유행한 , 17 18

시누와즈리 풍의 긴 가운 등이 복합적이다 영국(Figure 29).

과 이탈리아의 정원을 연상하게 하는 꽃과 식물들의 프린

트의 드레스와 어깨의 구조를 장식한 디테일이 르네상스의 

과도한 어깨의 과장과 러플 디테일을 응용한 디자인이다

Figure� 22.
2017� Pre-fall�

Ready-to-wear� #2
-www.vogue.com

Figure� 23.
2017� Pre-fall�

Ready-to-wear� #10
-www.vogue.com

Figure� 24.
2017� Pre-fall�

Ready-to-wear� #31
-www.vogue.com

Figure� 25.
2017� Pre-fall�

Ready-to-wear� #52
-www.vogue.com

Figure� 26.
2017� Pre-fall�

Ready-to-wear� #86
-www.vogue.com

텍스트 라는 문구 등의(Figure 30). ’Ask to belly in story’

요소에 대해 관람자는 디자이너가 제공하고 있는 의미에 

대한 의문과 함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한 다양한 

연상작용을 하게 되며 자유로운 상상을 통해 흥미를 유발, 

하게 된다 아이디어는 프린팅 자수 크리스털 자수 등의 . , , 

정교한 디테일로 돋보인다 다양한 소재와 디테일을 조화. 

롭게 드러내는 미켈레의 재능이다(Figure 31). 

컬렉션은 아테네의 파르테온 그리스와 로마  2018 Resort , 

의 문화의 지식에서 아이디어를 구하였다(Mower, 2017). 

컬렉션은 년대 프린트의 팬츠수트 르네상스 시대의 1960 , 

가운과 망토 퀼팅 코트 등의 다양한 아이템과 , (Figure 32) 

디테일이 다채롭게 전개되고 있다 고대 아테네의 드레이. 

프 드레스를 응용한 하얀색 드레스 위의 검정색 글리터 장

식은 허구의 주름을 표현한 초현실주의 기법의 드레스로 

환상을 자아낸다 인체의 아름다운 미를 드러내(Figure 33). 

는 고대의 드레이프 드레스 위에 금색 글리터로 선을 프린

트한 드레스는 현대적으로 재해석 되었다 글리(Figure 34). 

터프린트의 로고가 새겨진 타이즈와 양말 리본디테일GG , 

의 그리고 Guccy(Figure 35), Guccification Guccify 

등의 슬로건으로 구찌의 영문표기를 변형한 디자Yourself 

이너의 재해석은 관객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Figure 

미켈레는 복합적인 지식에서 구한 아이디어를 다양한 36). 

소재와 기법을 사용하여 이색적인 컬렉션을 선보이며 구찌

를 지속적으로 새롭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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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
2017� Fall�

Ready-to-wear� #71
-www.vogue.com

Figure� 28.
2017� Fall�

Ready-to-wear� #79
-www.vogue.com

Figure� 29.
2017� Fall

� Ready-to-wear� #48
-www.vogue.com

Figure� 30.
2017�

Fall� Ready-to-wear� #8
-www.vogue.com

Figure� 31.
2017� Fall�

Ready-to-wear� #69
-www.vogue.com

Figure� 32.
2018� Resort� #26
-www.vogue.com

Figure� 33.
2018� Resort� #19
-www.vogue.com

Figure� 34.
2018� Resort� #94
-www.vogue.com

Figure� 35.
2018� Resort� #102
-www.vogue.com

Figure� 36.
2018� Resort� #104
-www.vogue.com

의�창의성�평가항목에�의한�구찌컬렉션�2.� ATTA

패션디자인�분석� � �

생동감 있는 아이디어 1) 

생동감 있는 아이디어는 흥미롭거나 감명을 주는가에 대한 

관점을 수반하는 항목이다 구찌 컬렉션은 (Jennings, 2011).

디자이너 미켈레의 흥미로운 아이디어가 복합적으로 조합

되며 생동감을 부여한다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년대. , 1970

와 년대 프랑스와 이태리의 수공예1980 , (’80s Italian and 

카트린는 메디치와 년대 스포츠와 French couture.), 1970

같이 두 개 이상의 지식과 아이디어의 조합되어 이를 반영

하기 위한  화려한 문양과 디테일의 믹스 매치는 작품의 

생동감을 준다 또한 신화와 환타지를 활용한 동 식물을 가. ·

공한 도식적 이미지를 다채로운 문양이나 이미지와 혼합한 

컬렉션은 흥미롭다 즉 역사와 신화 속 허구와 상상의 이. , 

야기는 대중에게 흥미로운 지식이다 이러한 지식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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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다양한 이미지나 기호 등을 직접적 혹은 재해석하여 

패션디자인의 목적에 적합한 재료와 기법으로 창작할 수 

있는 항목이다. 

개념의 부조화2) 

작품의 개념이 상이하거나 부적합 한 것을 평가하는 항목

이다 메드닉 은 창의적(Jennings, 2011). (Mednick, 1968~) “

인 사고는 예측하기 어려운 것들을 잘 예측하고 새로운 연

합을 위해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요소들을 잘 구성할 

수 있게끔 한다 고 하였는데 이는 다소 엉뚱한 것을 새롭”

게 구성하는 능력으로 전제하고 있다 미켈레(Kang, 2010). 

의 구찌 컬렉션은 상이한 시대와 공간이 공존한다 르네상. 

스 년대 상상 속 허구의 세계 등이다 서로 양립하지 , 1970 , . 

못한 요소들의 공존은 부조화로운 모순을 드러내는데 이, 

는 분리의 시각작용을 유발하여 관람자에게 새로움을 다가

가 창작의 아이디어가 도출되는 유형이다 컬(Kim, 2016). 

렉션의 배경지식을 시각화 하기 위해 실크 메시 퍼 메탈, , , 

릭 쟈가드 데님 가죽 등에 동 식물 풍경과 텍스트 등 많, , , · , 

은 이미지를 프린팅하고 자수와 스팽글 러플과 리본 등의 , 

기법과 소재를 통해 이질성으로 조합된  새로운 미학적 메

시지를 전달하는 작품을 전개하고 있다 이처럼 두 가지 . 

이상의 이질적인 지식의 공존을 표현하기 위한 다양한 의

복의 소재와 표현기법 등을 통해 창의적인 패션디자인을 

구현 할 수 있다. 

3) 의문의 유발

의문의 유발은 관람자가 창작자의 작품에 대해 생각하고 

다른 시각으로 고려하게 되는 요소가 있는지에 대한 항목

이다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 소재와 개념(Jennings, 2011). , 

들이 제공되면 관람자는 이를 해석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구찌 컬렉션은 수많은 이미지와 디테일이 가공되어 . 

조작된 동물과 식물의 이미지를 접한 관람자는 그들의 경

험으로 이미지를 재해석하게 된다 또한 디자이너가 제공. 

하고 있는 텍스트 와 등의 ‘Ask to belly in story’ ‘Guccy’

문구는 디자이너가 제공하고 있는 메시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다양한 연상 작용을 수반하게 된다 시각적인 착시를 . 

유발하는 실재하지 않는 구조의 주름이나 러플 등은 관람

자에게 실재와 허구에 대한 아이러니에 빠지게 한다 미켈. 

레는 이러한 조작된 이미지와 텍스트를 통해 자유로운 상

상 흥미와 의문을 유발하고 관람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 

경험으로 이를 재해석하게 하는 가운데 새로운 방식의 창

조를 하고 있다 창작자가 실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 

허구의 요소를 의복에 배치하여 지각자의 아이러니를 유발

하는 가운데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하여 창의적인 패션디자

인을 구현할 수 있는 항목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디자. 

이너가 의복구성 요소에 텍스트나 허구의 이미지를 조작하

는 유형이다.

다른 관점의 제시4) 

대중에게 일반적인지 않은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가에 대한 

항목이다 이질적인 요소들의 결합은 현대(Jennings, 2011). 

사회를 대표하는 개념이며 혼성과 혼합으로 새로운 발전, 

을 추구하는 가운데 창의적인 결과물이 끊임없이 창작되고 

있다 이는 오늘날 창작을 위해 주축을 이루고 (Lyu, 2012). 

있는 개념으로 예술과 디자인은 물론 타장르에서 새로운 

조합으로 이색적인 아이디어를 구하고 있다 미켈레는 아. 

티스트와의 협업을 통해 구찌 브랜드 로고를 새롭게 하는

데 이는 새로운 관점으로 구찌를 재조명하게 한다 미켈레, . 

는 구찌를 변화시키기 위한 무궁무진한 창작을 이색적인 

조합으로 시도하고 있다 패션디자인에 예술 과학 등 타장. 

르의 기법이나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창의적인 디자인을 도

출하는 유형의 항목이다. 

추상성5) 

추상성은 개념을 문양이나 구조로 치환하는 예술의 요소이

다 미켈레는 창작의 아이디어를 문양이나 (Jennings, 2011). 

도식화된 이미지를 만들어 그가 표현하고자 하는 아이디어

를 상징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신화 속의 동물의 얼굴을 . 

자수나 프린트로 확대하여 도식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 

한 역사를 컬렉션의 아이디어로 이를 상징화 하는 유형으

로는 현대복식에 역사복식 요소를 차용하여 상징적으로 표

현하고 있다 르네상스 복식을 상징하는 요소인 러플을 현. 

대의복인 코트 원피스와 블라우스의 네크라인 소매 끝과 , , 

밑단 등에 적용되어 새로운 구조를 생성하는 가운데 창의

적인 작품을 전개하고 있다 지식에서 구한 아이디어를 .  

상징할 수 있는 이미지나 구성요소로 치환하여 의복의 구

성요소로 대입하여 창의적인 패션디자인으로 활용할 수 있

는 항목이다 또한 치환한 요소의 가감하는 정도의 조절을 . 

통해 감도별 패션디자인을 구현 할 수 있다. 

합성6) 

합성은 디자인에 단일한 표현에 복합적인 영감을 수반하는 

항목이다 미켈레는 컬렉션에 복합적인 주(Jennings, 2011). 

제와 기법으로 창작한다 단일한 의복에 르네상스와 .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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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의 스포티즘이 공존한다 또한 동 서양의 요소는 물론 . ·

트러블 앤드류의 스프레이 아트를 구찌 컬렉션에 도입하는 

등의 개념의 혼합은 물론 기법과 이종 예술과의 합성 등으

로 다채롭다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창조자의 직관 경험 . , 

등의 혼재된 지각작용은 창조자의 조형법이다(Kim, 2015). 

합성을 통해 복잡한 혼성공간이 형성된다 여러 개의 주제. 

를 하나의 컬렉션에 표현하는 것은 다양한 요소의 조합을 

시도하는 가운데 예상하지 못한 조합으로 새로운 패션디자

인이 도출될 수 있는 강점을 가진 항목이다. 

문맥7) 

문맥은 디자인이 스토리나 창작의 배경을 나타내고 있는지

에 대한 항목이다 미켈레는 매 시즌 자신(Jennings, 2011). 

의 아이디어를 역사 신화나 인물 등에서 구체적인 창작의 , 

배경과 그의 관점을 문양과 의복의 구성에 상징적으로 표

현한다 과거 이탈리아의 정원을 배경으로 한 창작은 곤충. 

과 식물의 문양이나 자수로 그리고 세기의 유럽을 , 17~18

창작배경으로 한 작품에서는  시누아리즈의 역사를 반영하

는 중국풍의 의상을 소재 문양과 디테일로 이를 표현하였, 

다 이같이 미켈레는 작품의 창작 배경과 스토리를 의복의 . 

소재와 구조를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패션디자. 

인의 창작의 배경을 의복에 드러내어 관람자의 흥미를 유

발하는 항목이다 창작자가 문맥을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 

이미지나 텍스트를 의복에 자수나 프린트 등의 기법으로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과 의복 구성요소를 통해 은유적으

로 표현하는 방법 등이 있다.

8) 환상성

환상성은 디자인이 신화 우화나 허구의 정보에서 추출하, 

여 적용하였는지에 대한 항목이다 구찌 (Jennings, 2011). 

컬렉션은 상상의 신화 속  큰 뱀 자신의 꼬리를 먹는 용, , 

호랑이 고양이와 토끼 등의 경이롭고 유혹적인 환상의 허, 

구의 이야기로 전개되고 있다 존재하지 않는 벨트나 주.  

름과 러플 장식을 프린트에 의한 이미지의 재가공과 재배

치는 사물의 원래 기능이 전복되어 환상공간을 만들다

미켈레는 작품을 위해 신화와 동화 등의 허(Kim, 2016). 

구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오고 이를  시각화 하기 위한 기법

을 통해 환상성을 극대화 한 작품을 만들고 있다 신화나 . 

우화는 풍부한 상상력을 동반하게 하여 새로운 미적가치를 

전달하는데 이러한 지식에서 추출한 이미지를 패션디자인, 

의 목적에 맞게 재가공하여 의복 구성요소로 활용하여 환

상공간을 도출할 수 있는 강점을 갖는 유형이다.

지식의�시각화�유형과� 패션디자인�조형성IV.�

구찌�컬렉션�지식의�시각화�유형1.�

알렉산드로 미켈레는 형식지식과 암묵지식의 유기적 상호

작용으로 구찌의 창의적인 패션디자인을 창조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지식의 유형이 패션디자인의 시각화로 활용되

고 있다 미켈레는 역사와 신화지식을 시각화하고 있다 역. . 

사지식과 신화나 동화의 지식은 사회조직원으로 습득하는 

문화의 보편된 일반지식이다 또한 역사복식은 전문적인 . 

지식으로 특유지식에 해당한다 신화나 동화 속 허구의 이. 

미지 도출은 상징적 이미지를 디자인하는 것으로 개념지식

에 속한다 또한 이러한 지식에 의한 풍부한 아이디어를 . 

창의적인 의복 디자인으로 형상화 하는 것은 디자이너로서 

경험한 요령이나 노하우 등의 경험에 의한 경험지식으로 

완성된다 미켈레는 일반지식 특유지식 개념지식과 경험. , , 

지식을 다양한 소재와 기법의 의복으로 시각화하고 있다. 

동물과 식물은 일러스트레이션 이미지로 시각화되기 위해 

미켈레의  개념지식으로 상징화된다 개념지식에 의해 생. 

성된 이미지는 프린팅 자수 스팽글 글리터 등의 디테일, , , 

에 의한 화려한 색상과 다양한 소재를 통해 시각화 된다. 

또한  프린팅과 자수 등의 소재표면의 가공과 더불어 의복

의 실루엣 어깨 소매 밑단 등의 구성요소를 활용한 지식, , , 

을 시각화도 공존한다.

구찌컬렉션의�조형성2.�

구찌 수석디자이너 미켈레가 지식의 시각화로 창조한 패션

디자인의 조형성을 도출하였다 첫째는 혼성이다 의 . . ATTA

평가항목 중 개념의 부조화 합성과 다른 관점의 제시 항, 

목에 나타난다 복수 영감의 형식지식을 가지고 다양한 문. 

양 소재 디테일 아이템 들이 혼합과 혼성된다 둘째는 상, , , . 

징성이다 의 평가항목 중 창작의 스토리나 배경을 . ATTA

나타내는가의 항목인 문맥과 문양이나 구조로 치환하는 추

상성의 항목이다 동 식물의 이미지가  간결하게 도식적으. ·

로 표현되고 있으며 역사지식을 통해 의복에 응용된 과거 , 

복식의 요소는 구조로 치환되는 가운데 디자이너의 아이디

어가 상징성을 갖는다 셋째는 유희성이다 의 평가. . ATTA

항목 중 흥미롭거나 감명을 주는 생동감 있는 아이디어, 

관람자가 다른 시각을 고려하는가를 평가하는 항목인 의문

의 유발과 일반적이지 않은 관점을 제시하는가에 해당하는 

다른 관점의 제시가 이에 속한다 신화에 등장하는 허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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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속 동 식물의 이미지와  다양한 연상 작용을 유발하·

는 문구와 환상적인 색채와 소재와 디테일 등의 부 조화로

운 새로운 조합을 제시하는 가운데 관람자에게 유희를 제

공하고 있다 넷째는 허구성이다 의 평가항목 중 디. . ATTA

자인이 허구에서 추출되었는지에 대한 환상성 디자인의 , 

스토리나 창작의 배경에 해당하는 문맥이다 상상속의 동. 

물은 디자이너가 조작한 이미지이다 또한 디자이너는 스. 

토리를 만들기 위해 과거의 역사인물이나 배경에 그만의 

감각으로 조작된 허구를 첨가하여 흥미로운 창조를 만든

다 이는 사실을 기반으로 한 일종의 허구라 할 수 있겠다. . 

은 항목으로 분석한 구찌 디자인의 지식의 Figure 37 ATTA

유형과 패션디자인의 조형성을 도출한 흐름도이다. 

결론V.�

 

패션디자인의 창의적 발상과 감각적 표현은 대중을 감동시

키고 삶의 변화를 준다 지식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 

이며 이러한 지식의 시각화를 통한 창의적 패션디자인은 , 

진화하는 지식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다 본 . 

연구는 구찌의 수석디자이너 알렉산드로 미켈레가 선보인 

Figure� 37.� Formativeness� Analysis� by� Visualization� of� Knowledge

구찌 컬렉션 작품에 나타난 지식의 시각화 유형에 따른 패

션디자인을 토렌스가 고안한 를 기반으로 성인의 창TTCT

의성 평가를 위해 고안한 의 평가항목 개를 추출하ATTA 8

여 창의성을 분석하였다 디자이너는 형식 지식에서 복합. 

적인 영감과 아이디어를 구하고 암묵지식으로 자신만의 감

각을 다양한 경험과 방법으로 창의적 디자인을 구현한다. 

미켈레는 구찌의 컬렉션에서 2016 Spring Ready-to-wear

컬렉션까지 총 개의 컬렉션에서  역사와 신2018 Resort 7

화에 관한 지식을 복합적으로 활용한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다채로운 문양 컬러와 소재로 구찌의 전통적인 미학, 

을 개혁하고 있다 의 평가항목으로 미켈레의 창의적 . ATTA

디자인을 분석한 것으로 첫째 생동감 있는 아이디어는 미, 

켈레의 역사와 신화지식을 활용한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화

려한 문양과 디테일의 조합으로 혼합하여 관객의 유희를 

자아내고 있다 둘째 개념의 부조화는 작품의 개념이 상이. , 

하거나 부적합한가에 대한 항목으로 구찌의 컬렉션은 다른 

시대가 공존하는 아이디어에 의해 이색적인 아이템과 구조

의 조합으로 혼성되어 있다 셋째는 의문의 유발이다 관람. . 

자가 작품을 보고 다른 시각으로 고려하게 되는 요소에 대

한 항목이다 미켈레는 신화 속 허구의 동물 캐릭터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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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적으로 상징화한 것과 실재하지 않는 의복의 주름 벨트, 

와 리본 등을 프린트하여 관람자가 이를 이해하는데 몰두

하게 하는 기법으로 작품을 창작하였다 넷째는 대중에게 . 

일반적이지 않은 관점을 제시하는가에 대한 평가항목이다. 

컬렉션 작품에 개입한 다른 시대 공간과 장르에 의한 창, 

의적인 패션디자인은 구찌의 디자인을 개혁할 수 있었던 

요소라 하겠다 다섯째는 추상성이다 이는 개념을 문양이. . 

나 구조로 치환하는가에 대한 항목으로 미켈레는 그의 아

이디어를 문양이나 도식화된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활용하

고 있다 여섯째는 합성이며 이는 단일한 표현에 복합적인 . , 

영감을 수반하는가에 대한 평가항목이다 컬렉션은 단일한 . 

의복에 다양한 시대와 스타일을 접목하여 복합적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일곱째는 문맥으로 미켈레의 매 시즌 자신. 

의 아이디어를 역사의 인물이나 신화의 캐릭터를 문양이나 

구조로 반영하여 창작의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 여덟째는 . 

환상성이다 이는 디자인이 우화나 허구의 신화 등의 정보. 

에서 추출되어 적용되었는가에 대한 평가항목으로 미켈레

는 신화 속 허구의 동 식물을 컬렉션의 주된 이미지로 활·

용하고 있다 이같이 구찌의 수석디자이너 미켈레가 선보. 

이는 지식의 시각화를 통한 창의적 패션디자인을 창ATTA

의성 평가항목에 의한 분석으로 혼성 상(Contamination), 

징성 유희성 과 허구성(Symbolism), (Enjoyment)

의 조형특성을 도출되었다(Fabrication) .

지식을 통해 현실을 뛰어넘는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한  

다 지식이 현실에 대한 이해를 위한 안내자라면 상상력은 . 

갇힌 지식에 상상의 자유를 준다 지식은 우리에게 세계를 . 

이해하는 과정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지적인 구조와 체계는 사물을 측정하고 조건. 

을 검토하며 우리가 좀 더 확고한 지식 기반을 쌓도록 돕

는다 우리의 상상력은 지식의 구조와 체계를 초월하여 상. 

상의 날개를 달아준다 지식은 창의력의 원천이 되는 관람. 

자와 소통 가능한 상상력을 높이는 힘이 된다. 끊임없이 

생산되는 지식을 시각화하는 창조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아

이디어를 준다 지식의 시각화를 통해 디자인의 지속적인 . 

도출이 가능하며 또한 대중의 동조와 관여도를 높이는 효, 

과와 더불어 패션디자인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겠다 또. 

한 후속연구로는 지식의 시각화를 활용한 패션디자인 연구

를 기반으로 한 실증적인 연구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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