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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상디자인 발상을 위한 구성선의 응용과 전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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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ions of Clothes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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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oday's world where a preference for prestigious brands prevails, it's essential to have creative design con-
ceptions rather than try simple mimicking or following in order to be recognized for creative and objective design works.
In that sense, the development of clothes design using construction lines offers a great approach towards the ideas of rein-
terpreting and creating new designs since it creates new forms by understanding lines as signs of conception and trans-
forming them. That approach allows a designer to improve his or her imagination, creativity and expression in a freer and
richer manner, think of many original ideas through diverse changing processes, and develop the skill to visualize the
ideas by incorporating geometric forms of abstract lines into clothes. When approaching the conception of clothes design
from the standpoint of construction lines, you need to adopt more specific and systematic design methods instead of vague
imagination to introduce simple facts or theories to a new design process. That's one of the ways you can approach clothes
design easily and enhance your conception skills. The process of clothes design according to the conception of con-
struction lines is composed of the following stages; the preparation stage involves an understanding of the principles and
the entire process of clothes design conception based on construction lines; the idea stage requires a designer to make
free alterations of the given basic construction lines by moving and replacing the lines and sides in diverse ways; in the
creation and expression stage, the designer uses the newly reconstructed construction lines to create clothes design; and
in the evaluation stage, the designer makes a presentation of his or her subjective design works and has his or her works
assessed and tested in an objective fashion. In today's modern society that demands new and original globalized design,
the results of the study will help to invigorate the development of new fashion design in a more systematic and practical
manner by suggesting a feasible and gradual educational program for the development of design based on the technique
of construction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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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패션디자인 상품이 갖추어야 할 가

장 중요한 조건이 독창적이면서 고급화·차별화된 디자인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세계적인 패션 강국들은 저마다 자신들 브랜

드만의 고유 가치를 지닌 고급화되고 세계화된 패션디자인의

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 경우 국

제적인 추세를 쫓아가지 못한 채 오히려 명품 수입브랜드의 지

속적인 증가로 인해 패션산업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형편이

다. 특히 최근 국제적인 금융위기의 한파로 패션산업 전체가 고

사 직전의 위기에 처해있다. 위기에서 탈피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는 국제적인 명품 브랜드를 개발하는 일일 것이다.

경쟁력 있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도

의 독창적인 감각을 지닌 패션디자이너의 양성이 필수적이다.

문제는 그러한 디자인 감각을 어떻게 갖출 수 있을 것인가 하

는 점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디자인 감각은 타고난 천부적인 자

질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사실 감각의 상당 부분은 교육을 통

해 길러지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디자인 감

각의 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발상교육 프로그램의 구축이다. 하

지만 현재 우리의 패션디자인교육을 돌아보면 창의적인 디자인

의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극히 제한적이고 미비한

실정이다. 패션을 주도하는 외국 대학들의 경우 디자인수업에

서 다양한 모티브의 발상을 바탕으로 한 창작 디자인과정을 중

시하는 반면 국내 대학은 창작을 위한 실기 발상수업 자체가

부족하며 수업도 과정이나 방법에 대한 실기교육보다는 이론이

나 결과물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그 결과 학생들

은 창작디자인의 방법을 터득하기 보다는 패션잡지책에서 유행

하는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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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들어 아이디어 발상법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인식되

면서 관련 연구가 증가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

다. 도규희(1995)는 형태분석법을 제시하였고, 최윤미(1996)는

특성열거법, 결점·희망점 열거법, 카탈로그법, 체크리스트법,

시네틱스법 등의 특성을 분석하한 바 있으며, 조진숙(2004)은

유사, 반대, 형태결합, 수정법 등을 의상디자인에 활용하였고,

공미선(2003)은 형태분석법과 OCL법을 의상디자인에 적용시켜

서 설명하여 제시하였다. 하지만 관심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현

재 의상디자인 발상법에 관련된 연구 대부분이 약간의 설명이

나 분석된 사진으로 설명되고 있어 체계적인 실습으로 활용하

기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발상 프

로그램 방법을 제시하여 발상 감각을 키우고 그를 바탕으로 다

양하고 독창적인 디자인의 전개를 가능케 하여 궁극적으로 패

션디자인의 고급화를 꾀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증적인 방법

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

본적으로 이러한 고민의 산물이다.

본 연구는 구성선의 응용에 초점을 맞추어 창의적인 모티브

발상에서 시작하여 그러한 모티브가 의상디자인으로 완성되는

구체적인 과정을 단계별로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순간적인 발상

법에서 탈피하여 차별화된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성선과 관련해서는 이광훈(2006)의 선행 연구가 있다. 이광훈

은 선과 면으로 분할된 구조적 형태가 디자인발상의 다양한 아

이디어를 제공해준다는 점을 비요네와 에르테를 비롯한 많은 디

자이너들을 예로 들어 설명함으로써 구성선디자인법의 이론적인

타당성을 증명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패션디자인 발상법과 관련된 서적이나 선행

연구논문 등의 문헌자료와 교육과정에서 활용되는 자료들을 참

고하였으며 연구범위로는 많은 발상법 가운데 선과 면의 구성

선 디자인방법에 대해서 다루었다.

연구 내용은 의상디자인의 발상과 구성선에 대한 이론적 고

찰부분과 구성선을 응용한 발상 및 디자인을 전개하는 과정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가 디자인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창의성이 타고나

는 것이 아니라 훈련에 의해 습득될 수 있는 것임을 인식시켜

패션분야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나아가 고감도의 창작디자인을

하는 패션디자이너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 의상디자인 발상을 위한 이론적 고찰

2.1. 의상디자인과 발상

패션디자이너들은 좀 더 멋지고 새로운 고급화된 패션디자

인 상품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 자신만의 독

창적인 세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어떻게 발상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발상의 변화를 줘야 하는지, 또 발상에서 얻은 아이

디어를 어떤 방법으로 디자인에 응용해야 하는가에 대해 연구

한다.

발상이란 일순간에 떠오르는 생각으로 보통 영감·착상·고

안이라고도 하는데(조진숙, 2004) 연상이나 상상에 의해 떠오

르는 이미지를 다듬거나 재구성해서 하나의 의미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최영순, 1983) 또 발상은 새로운 아이디어

를 얻을 수 있는 모티브의 근원으로, 디자이너의 머리에 들어

있는 기존의 지식이나 경험정보를 중심으로 발상에서 얻은 생

각들을 혼합해서 다시 새롭게 가공하거나 변형함으로써 또 다

른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는 것을 말한다. 

발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어 독창적

인 디자인을 하는 데 있다. 특히 유행에 매우 민감한 의상디자

인 분야에서는 고정관념을 벗어난 다양하고 새로운 창의적인

디자인을 선호하므로 디자이너는 다양한 발상을 통한 분석과

변형 등 디자인에 대한 실험적인 자유로운 시도와 훈련이 필요

하다.

일반 디자인과 달리 의상디자인은 인체에 입혀진 상태에서

최종의 실물로 평가를 받게 되므로 완성되어 사람이 입었을 때

외관적인 것과 기능면에서의 종합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발상 시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복을

만들 때 표현되는 디자인선이나 구성선, 기타 부자재 및 봉제

방법 등 의복의 전반적인 구성 과정상의 감각과 기술도 익혀야

한다. 그런 면에서 카트 틸리는 “실제로 창조적 아이디어를 살

리면서 다양한 몸에 맞는 의상제작은 매우 어려우며 디자이너

는 뼈의 움직이는 모양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철저히 훈련해

야 한다”(이혜주, 2004)고 인체파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

였다.

의상디자인에서의 발상은 다른 순수예술과는 달리 인체를 매

개로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해야 하는 실용적인 창작이어야 한

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아이디어 발상법을 의상디자인의 발상

에 적용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유도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의 모티브에서 완성된 의상디자인으로 전개되는 기본적인

실습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2. 의상디자인과 선

의상디자인의 요소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선은 인체의 형

태와 실루엣을 결정하며 옷의 시각적인 이미지를 가장 직접적

으로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선의 형태 및 유연한

흐름의 정도에 따라 다른 분위기의 이미지가 연출되므로 사람

의 시선을 일정방향으로 유도하면서 운동감 및 속도감을 주어

강조하고자 하는 특정부위로의 시선을 이끌 수 있다. 그런 선

의 특징을 이용하여 선의 위치와 형태를 다양하게 이동, 변화

시키면서 의복에서의 선을 새롭게 재배치함으로써 창의적인 패

션디자인을 전개할 수 있으므로 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의상디자인에 사용되는 선은 형태에 따라 강하

고 남성적인 직선(수직선, 수평선, 사선, 지그재그선)과 부드럽

고 여성적인 곡선(원, 타원, 파상선, 나선, 스칼랩선)으로 나뉜

다. 따라서 선을 사용하여 디자인을 하기 전에 각 선의 형태에

따른 정서적이고 기능적 의미를 미리 생각하여 어떤 분위기의

옷을 연출할 것인지에 따라서 그에 부합하는 선의 종류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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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선의 위치 및 간격을 조절해야 한다. 또 선을 사용할 때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인체가 입체라는 점이다. 즉 인체의

입체선의 흐름에 따라 선이 달리 지각되고 인체의 활동성에 따

라 그 느낌이 다르게 연출되며, 옷에 사용되는 재질과 색 및

장식 디테일에 따라 선의 느낌이 달라지는 것이다. 때문에 옷

의 제작에 따른 구성선과 인체의 기능성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

야 한다.

과거 의상디자인의 창작이 단순히 외형적인 선위주의 실루

엣과 디테일적인 장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데 반해 오늘

날에는 디자인에 잘 어울리는 소재, 패턴, 봉제 및 완성 후에

옷의 착용 등 의상의 전반적인 모든 분야에서 선의 흐름이 주

는 이미지의 개념까지를 고려한 의미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옷

의 실루엣이 의도한 디자인대로 잘 표현 될 수 있도록 제작할

때 옷의 전체 구성에서 중요시되는 선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패턴과 봉제지식에 대한 다양한 경험 및 인체 전체에 대한 시

각적인 감각이 중요시되고 있다. 단순히 유명명품을 카피한 옷

의 경우 외관상으로는 구별이 힘들지만 입었을 때의 옷의 맵시

와 이미지는 확실히 진품과 구별된다. 간혹 유명디자이너의 명

품을 사서 분해하여 패턴까지 카피하여도 옷을 제작해서 입어

보면 차이가 나는데 이는 단순한 디자인의 외형을 떠나 생산

공정에 차이가 있음을 증명해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외관상으로 멋지게 보이는 의상디자인이라 하더라도 입어서 불

편하거나 예쁘지 않다면 그것은 좋은 디자인이라고 할 수 없

다. 따라서 구성선의 다양한 전개를 통해 발상에 필요한 새로

운 아이디어의 기하학적인 선을 발견하고 선택하는 방법과 발

견된 선을 옷에 응용하여 전개시키는 방법 및 옷에 표현하여

느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잘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과 관련된 근래의 연구를 살펴보면 아르누보의 양식인 유

기적인 곡선을 의상디자인에 응용해서 제시한 것(김미영, 2001;

김미영, 2003; 김윤희, 2002; 유사라, 2001; 윤성희, 1993), 큐

비즘 회화의 조형적 특징 중 수직, 수평선과 사선에 의한 과감

한 면분할을 복식디자인에 응용한 것(이동근, 2003), 안토니오

가우디의 건축적 조형요소와 자연스러운 포물곡선을 아르누보

적 경향의 자연 역동적 곡선을 응용하여 복식디자인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한 것(김수진, 2003), 의상디자인의 발상을

선과 면의 구성을 중심으로 제시한 것(이광훈, 2006) 등이 있

다. 또 실루엣소재색을 모티브로 어떤 이미지와 어떤 느낌, 효

과가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인 예로 제시하여 의상디자인 발상을

시각적으로 유도해서 발상을 제시한 것(가재창, 1993; 이경희,

2001; Jones, 2004)도 있다.

2.3. 의상디자인과 구성선디자인 발상법

의상디자인의 표현은 가장 기본적인 선에서 시작되므로 의

상을 구성하는 선을 다룬 구성선발상은 모든 디자인의 기본적

인 발상방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선은 의상디자인에서 시각

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시각기호로 발상과 연결

하여 재해석함으로써 새로운 디자인을 전개할 수 있는 실질적

이고 효율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구성선디자인발상법이란 선과 면의 구성을 부분적으로 변화

시켜 새로운 구성선을 찾아내 그것을 입체적인 인체에 조화로

운 형태로 착장시키는 디자인발상법을 말한다. 구성선디자인 방

법은 새로운 선을 발견하고 그 선을 효율적으로 응용하는 방법

으로 3차원적인 인체에 조화되도록 새롭게 디자인하여 착장하

는 것을 말한다.(이광훈, 2006)

구성선을 응용한 디자인 방법은 직선과 곡선의 자유로운 선

의 이동 및 부분적인 조합, 변화를 토대로 장식의 디테일적인

요소들을 하나의 아이디어로 재구성하거나 다양한 아이디어로

조화시키거나 변화시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방법이

다. 또 평면적인 구성선의 모티브를 인체에 착장시키는 과정에

서 새롭게 재해석하여 또 다른 차원의 새로운 디자인의 시도와

변화를 줄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디자인에 따른 제작과정

전반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상디자인의 제작을 기존의 고정관념

에서 벗어나 새로운 디자인에서 제작이 가능하도록 패턴에서의

선에 대한 이해 및 이를 표현할 수 있는 도식화작성이 매우

중요하다. 

오늘날 간딘스키나 몬드리안과 같은 작가들의 구성선이 많

은 디자이너들에게 발상의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것처럼 구성선

에 대한 발상의 전개방법은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패션브랜

드의 고급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 구성선디자인 방법에 의

한 발상은 훈련을 통해 선을 자유롭게 조절하고 새로운 선을

찾는 데 능숙해질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하게 변화된 기존작품

의 선을 분석하고 사용된 구성선의 이미지를 잘 파악하고 그

감각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새로운 구성선을

인체의 옷으로 착장시키는 과정에서 실루엣, 장식디테일, 소재

등에서 전해지는 이미지 및 효과를 패션잡지에서 발췌한 작품

(가재창, 1993; 이경희 외, 2001)과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

들을 참고하면 디자인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의상디자인의 발상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식의 디자인이든

지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함께 미적이면서 실용적인 것을 충족

시킬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디자인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다. 디자인의 창조과정에서 과거의 경험과 축척된 지식과 이미

지는 아이디어 발상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기

존의 것을 분석하고 훈련하여 자신의 감각으로 만드는 것이 필

요하다.

3. 구성선을 응용한 의상디자인 발상

일반적으로 디자인에서 새롭고 적합한 아이디어가 멋진 소

재에 빼어난 기술력에 의해 표현된 독창적인 작품은 다른 유사

한 제품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냄으로써 소비자로

부터 인정받게 된다. 아무리 같은 의상디자인이라고 하더라도

소재색패턴에 따라 각각 다른 이미지의 디자인을 연출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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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각 개인마다 같은 구성선을 가지고도 각각 다른 디자인의

형태와 구조로 디자인을 발상하게 되며 또 그 새롭게 찾은 구

성선도 인체에 착장시키는 과정에서 옷에 어떻게 응용하는가에

따라 디자인이 끊임없이 변화되며 창작 속에서 또 다른 창작다

운 창작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구성선을 응용한 디자인 발상은 그 폭이 매우

넓어 무궁무진한 아이디어의 디자인을 얻는 데 매우 효과적이

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발상의 모티브가 가능한 지구상

의 모든 것들 즉 건축이나 조형물회화자연 등에서 얻어지는 기

본적인 구성선을 바탕으로 구성선디자인기법을 응용하여 좀 더

새로운 변화된 디자인을 다양하게 전개할 수 있는 것도 구성선

디자인발상법만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구성선 발상디자인방법은 주어진 구성선을 상하, 좌우로 이

동시키고 일부를 생략하기도 하면서 차례로 선의 위치를 바꾸

면서 형태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합을 생각해내는 발상법이다. 

구성선을 응용한 의상디자인 발상의 전개방법은 연상과 상

상을 통하여 기본형태의 변형에서 새로운 다양한 형태의 디자

인 발상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진행과정에 따라 크게 준

비단계·이디어단계·착장표현단계·평가단계의 4단계로 나누었다.

3.1. 준비단계

준비단계는 구성선을 응용한 의상디자인 발상의 원리 및 전

과정을 이해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시작하기 전에 이 발상법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한 것을 알고 기존의

예를 통해 전반적인 과정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기초단계라

할 수 있다. 즉 주요과정(Fig. 1)으로는 발상 및 창작을 위한

아이디어단계 과정(구성디자인선의 이동, 장식의 첨가), 디자인

을 구체화하기 위한 착장표현단계 과정(인체에 의상디자인으로

착장, 기성복을 고려한 세부적인 장식을 첨가) 및 제작을 위한

디자인을 표현하는 과정(도식화작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첫 단계부터 무조건 시작하는 것보다는 전체과정을 통하여

어떤 단계로 어떻게 발상에서 의상디자인의 착장까지 이루어지

는지에 대해 인식하고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각 단계마

다 연관되어지는 요소들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 점

이다. 이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지 않을 경우에는 의상에서 전

체적으로 자유롭고 신선한 느낌의 새로운 선과 형의 디자인보

Fig. 1. 디자인의 주요과정

Fig. 2. 기본구성디자인선(이광훈,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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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옷의 고정관념 및 작은 장식에 치중하여 기존의 틀을 벗

어나 새로운 발상의 전환으로 가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3.2. 아이디어단계

아이디어단계는 주어진 기본 구성디자인선에서 선과 면의 다

양한 이동 및 재배치 등의 자유로운 변화로 새로운 이미지의 구

성선을 재구성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이광훈

(2001)의 연구에서의 선(Fig. 2)을 토대로 주어진 모든 기본구성

선의 전체 및 일부를 부분적으로 상하좌우로 옮겨 변화를 시도

하는 구성선의 이동단계와 이동한 구성선에 장식을 첨가하는 장

식첨가 단계로 나누어진다. 새로운 아이디어의 구성선을 찾는

이 아이디어단계에서는 옷에 대한 개념을 배제한 채 단순히 주

어진 선에 대한 구성선의 변화를 생각하는 것이 좋다. 

3.2.1. 구성디자인선의 이동단계

장방형의 긴 사각형(가로2: 세로5의 비율을 유지)안에 정해

진 기본 구성디자인선들 중에서 한 개(그 안의 수직선 및 수평

선, 사선, 곡선 등)를 선택해서 그린다. 그런 다음 그 선택한

기본구성디자인선(즉 수직선, 수평선, 사선, 곡선)의 내부에 있

는 선의 전체 또는 일부분의 위치 및 각도, 형태의 크기 등을

이동하면서 변화를 주어 새로운 구성선의 아이디어 선을 만든

다.(Fig. 3) 이 때 주의할 점은 주어진 선에서 특정 선 전체를

생략하거나, 임의대로 새로운 선을 만들거나 첨가해서는 안 되

며 되도록이면 처음에 주어진 긴 사각형의 가로와 세로의 비율

을 거의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그려주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

으면 정해진 구성선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새로운 이미지의 창

작적인 발상으로 인한 디자인에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3.2.2. 장식첨가 단계

바로 전 단계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구성선 안에 옷에서 일반

적으로 사용하는 장식(주름, 프릴, 턱, 개더, 셔링, 슬릿, 커트워

크 등(Fig. 4))들을 디자인의 원리와 요소를 적용하여 첨가하여

새로운 구성실루엣선을 만드는 단계이다. 하나의 구성디자인선

에서 이동단계를 거친 후 다양하게 장식을 첨가하여 각각 다른

이미지의 많은 창작적인 실루엣의 구성을 만들 수 있다(Fig. 5).

이 단계에서도 장식을 첨가하면서 선의 일부를 다시 옮기거나

Fig. 3. 구성디지인선의 이동단계

Fig. 4. 장식선의 종류

Fig. 5. 장식첨가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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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할 수도 있으며, 사각형 안의 내부의 선 뿐 아니라 사각형

그 자체의 외형선까지 변형시킬 수 있다. 이때 옷에 사용되는

장식들로 면 전체를 채우거나 지나치게 상세하게 그리지 말고

전체 실루엣 및 중요한 디자인의 흐름이나 강조점만을 표현하

는 것이 좋다. 또 구체적으로 인체와 연결시켜 생각하거나 세

부적인 디테일장식들(예를 들면 자수, 단추, 코사지, 보우, 플린

징, 패거팅, 브레이드등)은 첨가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 이유는

옷의 형태와 인체의 위치를 지나치게 의식하게 되면 새로운 구

성실루엣선이 만들어지기 힘들고 독창적인 디자인을 다양하게

전개하는 것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즉 예로 구성실루엣선안

에 있는 하나의 수직선을 그냥 선으로만 표현한다면 착장단계

에서 그 선의 위치에 단추나, 지퍼, 또는 러플, 슬릿, 퓨어 등

원하는 대로 응용하여 변화를 주어 바꿀 수가 있다.(Fig. 7). 하

지만 처음부터 특정한 장식 즉 단추로 표현을 해버리면 다시

다른 장식으로의 전환하는 것에 방해를 주어 기존의 단추장식

의 고정적인 관념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또 장

식디테일을 첨가하면서 되도록이면 디테일을 전체 안에서 1-2

가지 정도로 통일하여 정리해주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고 3개

이상의 장식요소를 첨가하는 경우에는 복잡해져서 디자인을 하

는데 혼란을 초래하여 디자인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제약을 받

을 수 있다
 

3.3. 착장표현단계

착상표현단계는 새롭게 재구성한 구성실루엣선을 응용하여

인체에 의상디자인으로 착장시키는 단계이다. 우선 하나의 구

성실루엣선을 선택하여 상하좌우로 그 선과 형태에 변화를 주

면서 착장시켜 스케치를 한다.(Fig. 7) 이 단계에서는 자신이

표현할 이미지를 탐색하고, 자신의 상상이나 경험, 그리고 관찰

을 통하여 표현할 이미지를 구체화시키는 단계이므로 사고력과

창의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디자인을 펼치는 단계이

다. 이 발상단계에서는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

서 정보가 교류되고, 사고가 촉진되거나 활발하게 되어 창의적

인 디자인의 아이디어 개발에 도움을 주게 된다. 

이 단계에서 본인이 의도한 아이디어스케치의 이미지를 효

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패션일러스트에

대한 기본적인 감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아무리 멋

진 구성실루엣선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착장과정에서 객관적으

로 시각화하여 디자인을 표현할 수 없다면 의도한 아이디어의

디자인을 얻을 수 없다. 착장과정에서 다양한 응용과 변화를 통

하여 많은 재창작 작업의 스케치를 보면서 좀 더 멋진 디자인

을 선별할 수 있는 자유로운 창작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디자인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끊임없는 연상과 상상을 하다보면

처음의 구성선과는 전혀 다른 예상하지 못했던 느낌의 독창적

인 의상디자인이 많이 나올 수 있다. 

또한 발상의 모티브에서 어떻게 디자인을 전개하느냐 하는

것과 전개된 디자인을 실물제작과정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상이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 디자인을

전개할 때 패턴 및 봉제과정 등의 생산과정을 잘 이해하고 표

현하도록 해야 한다.

이 단계는 크게 구성실루엣선을 바탕으로 응용한 실루엣 위

주의 아트적인 창작디자인의 기본창작단계와 디자인의 요소와

원리를 바탕으로 디테일한 장식까지 구체적으로 첨가하여 기성

복적인 의상디자인으로 정리하면서 장식을 첨가한 착장단계 및

그 디자인의 제작을 고려한 의복구성상의 도식화개념을 고려한

단계로 나누어진다. 
 

3.3.1. 기본착장단계

이 단계는 구성선모티브의 전개에서 얻은 아이디어의 실루

엣을 인체에 옷으로 표현하는 아트적인 디자인 표현단계이다.

스케치를 하면서 구성선적인 요소를 막연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와 조화를 이루어 실제로 완성되었을 때의 모습을

염두에 두면서 창의적인 디자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하는

스타일의 디자인을 얻기 위해서 그 구성선 자체를 인체에 그대

로 입히거나 그 요점의 느낌을 파악한 뒤 그 구성선을 바탕으

로 방향을 상하좌우로 바꾸거나, 전체 또는 일부를 반복하거나

뒤집어 새롭게 결합시키거나 변화를 주어 다양하게 스케치를

전개한 후 독창적인 디자인을 선택하는 창작다운 창작 과정이

Fig. 6. 선과 장식응용방법

Fig. 7. 착장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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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때 모든 디자인의 전체를 모두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표

현하여 그리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정도에 따라 강조하거나 단

순화시켜서 전체적인 실루엣의 이미지의 흐름을 한눈에 느낄

수 있도록 그린다.(Fig. 8)

3.3.2. 장식을 첨가한 착장단계

그 다음단계는 전 단계에서의 아트적인 디자인 스케치에서

원하는 스타일을 선택하여 실제 의상디자인이 가능하도록 옷

전체에 코디네이트 개념을 생각하면서 전개시키는 단계이다. 이

때 주요한 디자인과 연결되는 부분적이고 세부적인 장식디테일

을 첨가하여 디자인을 전개시킨다.(Fig. 9) 이 단계에서 또 하

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은 디자인의 원리인 강조, 리듬,

조화, 균형, 비례, 통일 등에 따라 여래 개의 다양한 디자인을

전개하면서 소재 및 배색 등도 결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단

계에서는 패션트렌드에 부합하는 디자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는 무엇보다도 트렌드에 대한 감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

서 평소에 멋진 부분들은 스크랩을 해두는 것이 좋다. 예를 들

어 같은 장식이라고 해도 색과 재질, 반복 정도에 따라 그 느

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이미지의 훈련이 평소에

필요하다.

또한 간단하게 단순화한 스케치를 확대하게 되면 실물이 인

체에 오는 위치나 강조점이 변경 될 수도 있으며 인체의 기능

성 및 실용성을 고려하여 같은 디자인의 요소들을 보조적인 강

조점으로 더 첨가하거나 보충하여 완성시키도록 한다. 

3.3.3. 도식화작성단계

전 단계의 디자인에 옷의 제작을 고려한 의복구성상의 개념

을 고려하여 수정정리하여 도식화를 작성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제부터는 제작과정을 고려하여 인체의 움직임을 생각

하여 절개 및 다트를 넣고 여밈과 트임을 생각하고 입고 벗기

에 가능하도록 정리한다(Fig. 10). 따라서 이 구성선디자인방법

의 경우 제작과정을 이해해야 하는 발상이므로 이해 정도에 따

라 그저 단순한 그림에 불과할 수도 있고 멋진 의상디자인으로

탄생할 수도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기존에 축척되어 있던 지

식 및 경험을 바탕으로 변화되는 패션트렌드에 나타나는 다양

한 정보를 종합하여 제작방법상의 구성을 새롭게 가공하거나

변형시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3.4. 평가단계

평가단계는 자신의 디자인을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로 검증을 받은 단계로 평가 후 수정 및 보완을 통해 재정

리하여 최종적으로 의상디자인을 완성시키는 단계이다.(Fig. 11)

이 단계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및 독창성이 있는지, 디자인의 원

리인 조화 및 균형, 강조점은 있는지, 제작가능성 및 실용적인

기능성이 있는지 등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중요한 항목이다. 아

무리 멋진 일러스트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객관적 평가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좋은 의상디자인이라고 할 수 없다. 일러

Fig. 8. 착장표현단계

Fig. 9. 장식을 첨가한 착장단계

Fig. 10. 도식화작성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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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와 옷으로 완성되었을 때의 느낌이 많이 다르므로 최대한

비슷한 이미지가 되도록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보고 그리는 작업에 익숙해져 있어서

자신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의 이미지를 디자인으로 표현하

는 방법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매우 미숙한 편이다. 따라서 눈

에 보이지 않는 디자인도 마치 옷으로 제작했을 때의 완성된

모습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즉 눈에 보이

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를 극복하여 사물의 일반적인

속성을 뛰어넘어 표현할 수 있는 잠재능력을 이끌어 내도록 노

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완성된 디자인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단계별로

각각의 작업이 중요하며 그 단계를 체계적으로 잘 표현하는 것

이 중요하다. 단계마다 설정된 주제에 맞게 응용하거나 이미지

를 찾는 과정에서 수시로 떠오르는 생각들을 모두 스케치하여

구체적으로 그려놓고 시각적인 차원에서 비교해 보면 좀 더 좋

은 발상의 디자인을 얻을 수가 있다. 또 새로운 디자인을 하면

서 반드시 염두 해두어야 할 점은 기존에 디자인된 것에 의존

하려하거나 그 주제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

이다. 

이러한 선과 면의 구성을 이용한 발상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잠재되어 있는 개인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창의적 발상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4. 결   론

구성선을 응용한 의상디자인의 전개방법은 선을 발상의 한

기호로 이해하고 그것의 변형을 통해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 냄

으로써 디자인을 재해석하고 창작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보다 자유롭고 풍부한 상상력과 창의력 및

표현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다양한 변화과정을 통

해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획득하고 추상적인 선의 기하학적인

형태들을 구체적으로 인체에 옷과 연결시켜서 시각화할 수 있

는 능력도 키울 수 있다. 특히 구성선디자인 발상법은 단순히

주어진 구성선에서의 응용뿐만 아니라 모든 기본적인 외형이

있는 실루엣들(즉 회화, 한복, 공예, 건축 등)에 두루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구성선을 응용한 의상디자인의 발상법은 단순한 사실이나 이

론의 주입을 통한 막막한 상상이 아닌 구체적이며 체계적인 방

법을 통해 누구나 쉽게 발상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의상디자인 발상방법의 진행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준비단계는 구성선을 응용한 의상디자인 발상의 원

리 및 전 과정을 이해하는 기초단계로 전체과정을 통하여 어떻

게 발상부터 의상디자인의 착장에까지 이르게 되는가를 인식하

고 각 단계마다 연관되어지는 요소들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단

계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아이디어단계는 주어진 기본 구성디자인선에서 선

과 면의 다양한 이동 및 재배치 등의 자유로운 변화를 주어

새로운 이미지의 구성선을 재구성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는 주어진 기본구성디자인선의 전체 및 일부를 부분적으로

상하좌우로 옮겨 변화를 시도하는 구성선의 이동단계와 이동한

구성선에 장식을 첨가하는 장식첨가 단계로 나누어진다. 

세 번째, 착장표현단계는 새롭게 재구성한 구성선을 응용하

여 인체에 의상디자인으로 착장시키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자

신이 표현할 이미지를 탐색하고, 자신의 상상이나 경험이나 관

찰을 통하여 표현할 이미지를 구체화시키는 단계로 사고력과

창의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디자인을 펼치는 단계이

다. 이 단계는 크게 구성실루엣선을 바탕으로 인체와 연결시키

는 아트적인 디자인의 기본창작단계, 세부적인 디테일의 표현

을 통해 기성복적인 디자인으로 정리하는 장식을 첨가한 착장

단계 및 그 디자인의 제작을 고려한 의복구성상의 도식화작성

단계의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 

네 번째, 평가단계는 자신의 주관적인 디자인을 프리젠테이

션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로 검증을 받은 단계로 평가 후 수정

및 보완으로 재정리하여 최종적으로 의상디자인을 완성시킨다.

이 단계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및 독창성, 디자인의 원리인 조

화 및 균형, 강조점의 여부, 제작가능성 및 실용적인 기능성 등

을 평가받게 된다. 

의상디자인 교육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발상 훈

련을 통해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하는 것이다. 미래의 교육은 완성된 디자인의 결과물보다는 창

의적 사고 및 기본적인 디자인과정의 기초훈련을 통해 스스로

디자인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터득하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한 교육은 독창적인 감각을 갖춘 의상디자이너의 양

성을 가능케 하며 궁극적으로 한국의 패션디자인 발전에도 기

여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의상디자인 교육에 구성선디자인기법을 활용하여

실제 가능한 단계별 교육프로그램의 디자인 전개방법을 제시함

으로써 실무디자이너나 관련 전공자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Fig. 11. 평가단계



856 한국의류산업학회지 제10권 제6호, 2008년

데 도움이 줄 수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구성선디자인

기법을 의상디자인 발상에 적용하여 디자인전개과정을 연구함

으로써 패션디자인 개발에 활력소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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