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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reativity is a rising topic in the current society. The emphasis on creativity is valued as a key 
factor for success in all area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olitics, economy, culture, arts and 
design. The field of Fashion design is probably one of the few areas that talk about creativity as 
a necessary quality to surv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TRIZ(Teoriya Reshniya 
Izobretatelsskikh Sadatch) as a theoretical tool to generate creativity in fashion design. TRIZ is a 
creative method of problem solving based on data analysis of outcomes invented by engineering. 
The fundamental concept of TRIZ has been researched through documentary studies, and prac-
tical case studies of product designs are used. Fashion design cases from Comme des Garcons by 
Rei Kawakubo are used to apply TRIZ in fashion design. Rei Kawakubo's design philosophy has 
been studied through fashion writings and visual sources in books, exhibition catalog, www. styl-
e.com and online shopping mall sites. This study has selected four principles among forty in-
ventive theories of TRIZ: segmentation; asymmetry; consolidation; and preliminary action to apply 
to Rei Kawakubo's fashion design. As a result, TRIZ can be applicable to fashion design as a cre-
ative thinking methodology. By using the four principles of TRIZ, this study shows how Rei 
Kawakubo's design enhanced its efficiency and aesthetics of the products and was distinguished 
from existing items. It is meaningful to demonstrate a possibility of adopting engineering based 
creative methodology in fashion design to widen the perspective and to raise a question for the 
need of interdisciplinary creative methodology with traditional aesthetic approach in fashion desig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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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창의성은 사회전반의 화두이다. 정치, 경영, 경제,

문화, 예술, 디자인 어느 분야에든 창의성이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매 시

즌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대중의 평가받아야 하는 디

자인분야에서 창의성은 핵심 가치이며 경쟁력이다.

이제까지 없었던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성’와 달리

‘창의성’은 새로운 생각이나 개념을 찾아내거나 기존

에 있는 생각이나 개념들을 새롭게 조합해 내는 것

과 연관된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과정이다.1) 작년에

타계한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는 21세기형 창의성구

현의 대표적 인물로 꼽힌다. 그는 전화, 컴퓨터, 카메

라의 기본적 기능을 결합하여 스마트폰을 출시하여

무선전자산업의 지형도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가 보여준 것은 21기형 창의성이다. 이와 같이 누

구나 알고 있으나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생각

해내고 실현하는 것이 이시대의 창의성이다.

패션디자인에서 창의성은 디자인초기단계인 발상

단계에서 가장 많이 발휘된다. 따라서 창의적 디자인

을 이끌어낼 수 있는 디자인발상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패션디자인의 창의적발상법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고찰되었는데 이들 대부분은 개념적발

상법에 치우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최윤미2)는 패션

디자인의 창의적발상과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에서

창조적발상의 기본구조로 기존정보와 새로운 정보의

결합으로 구성하였다. 공미선3)은 크리에이티브 패션

디자인의 전개방법에 관한 연구에서 발상법의 원리

로 형태변형법과 유추법을 제시하였다. 위의 선행연

구에서 디자인발상법은 개념적발상법 위주로 고찰되

었으며 그 범위가 광범위하여 현실 적용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것은 패션디자인이 디자인분야 중에

서도 감성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분야이므로 시스템

으로 체계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 사

료된다. 그렇다면 좀 더 이성에 기반하고 시스템중심

의 디자인방법론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계 문제해결방식인 트리즈

[TRIZ(Teoriya Reshniya Izobretatelskikh Sadatch)]

를 패션디자인발상법의 하나로 소개하고자 한다. 트

리즈는 최근 산업디자인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는 기술적 문제해결원리로 1960년

대 러시아 엔지니어 겐리흐 알츠슐러에 의해 20만

건의 특허분석을 바탕으로 수립되었다. 기술적 문제

해결방식에는 예측 가능한 공통된 법칙과 패턴이 것

이 트리즈이론의 개념이며 누구나 쉽게 적용하여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트리즈이론의 특징이다.

이와 같이 트리즈는 21세기형 창의성 발휘에 적합한

방법론이다. 최근 트리즈원리는 기술 분야의 문제해

결원리라는 인식을 넘어 정치, 경영, 서비스, 교육,

전략, 디자인분야 등에서 활용성이 적극 검토되고 연

구 적용 되고 있다. 국내 디자인 분야의 대표적인 선

행연구로는 백창수4)의 산업디자인 교육의 창의적 사

고기법으로서 트리즈 이론 적용 에 대한 연구, 남현

정5)의 트리즈를 적용한 창의적 디자인발상능력 신장

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연구, 김희필6) 외의 초등학생

의 창의성 교육을 위한 TRIZ 발명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효과에 대한 연구 등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융·복합 시대인 지금 패션디자

인의 창의성 문제를 기존의 개념적 시각이 아닌 기

술적 이론의 관점으로 접근해 보는데 있다. 본 연구

를 통해 트리즈가 패션디자인발상법으로 검토된다면

기존 개념위주의 발상법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관점

의 발상법으로 적용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최근

들어 분야에 대한 경계선이 모호해지면서 문제해결

방식에 있어서도 융합과 통섭의 미덕이 강조되고 있

다. 루트번스타인7)은 혁신의 기법이란 항상 모든 분

야에 걸쳐 있으며 다양한 방법론을 가진다. 따라서

미래는 우리가 앎의 방법 모두를 통합해서 통합적

이해를 창출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이미 제품디자인, 창의

적 디자인교육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비 기술 분야

에서 트리즈이론이 활발히 연구되고 적용되고 있다.

트리즈 이론의 장점은 문제의 본질에 공통적인 법칙

과 패턴이 있음을 근거해서 해결책을 찾아간다. 즉

알고 보면 누구나 알고 있었으나 미처 생각하지 못

한 방법들로 문제를해결하는 원리이다. 본 연구에서

는 트리즈 이론에 의한 패션디자인의 적용을 통해

패션디자인의 창의성 문제를 기술적 이론의 관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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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석해 보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하여 진행

하였다. 먼저 트리즈이론의 개념을 문헌연구를 통해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제품 디자인에서 트리즈를 바

탕으로 디자인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문헌자료 및 기

업실례를 통해 고찰하였다. 트리즈이론은 총 40가지

발명원리(40 inventive principles)를 문제해결방법의

도구로써 제시하고 있다. 이 40가지 원리는 대상 분

야의 특성과 문제해결의 성격에 따라 적합한 발명원

리들이 선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40

가지 발명원리8) 중 분할(01번), 비대칭(04번), 통합

(05번), 사전조사(10번) 등 4가지 원리를 중심으로

창의성 분석을 시도 하였고 각 원리에 대한 설명과

함께 다른 디자인분야에서의 적용사례를 고찰하였다.

이 4가지 원리는 종합일간지의 트리즈의 우수성에 관

한 기사에서 현재 기업제품 개발과 혁신에 기여하며

가장 활용도가 높은 주요 트리즈원리로 분석되었다.

제품디자인의 기술적 문제해결방법으로 가장 주요하

게 활용되는 원리으로 검증된 4가지 핵심원리를 패션

디자인의 문제해결방법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사료되므로 분석의 틀로 사용하였다. 트리즈이론에

의한 패션디자인의 적용을 분석하기위한 디자인사례

로는 레이 가와쿠보의 꼼 데 가르송(Comme des

Garcons)디자인을 사용하였다. 그가 이 시대 가장 창

의적인 패션디자이너 중 하나로 디자이너로 평가받는

다는 점에서 그의 작품에 트리즈이론을 적용하여 분

석하는 것이 패션디자인 적용의 범용성 여부에 중요

하다는 판단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의 패션디자인 창

의성을 분석하기에 앞서 레이 가와쿠보의 디자인철학

과 미의식을 문헌연구를 통해 고찰하였다. 패션디자

인사례의 범위는 21세기 창의성을 논하는 만큼 21세

기 이후 발표된 작품으로 하였으며 전시회 도록, 단

행본과 패션 전문 사이트 www.style.com, 온라인 쇼

핑몰사이트의 시각자료와 분석 자료를 사용하였다.

Ⅱ. 트리즈 이론에 대한 고찰
트리즈(TRIZ)는 ‘Teoriya Reshniya Izobretatelskikh

Zadatch’라는 러시아어의 약자로 1960년대 알츠슐러

와 그의 제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창의적 기술 문제

해결방법이다. 이 이론의 창시자인 겐리히 알츠슐러

는 이미 13세의 어린나이에 특허를 취득한 경험이

있는 천재적과학자다. 알츠슐러는 1946년 해군의 특

허부서에서 특허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다양한 부서

의 기술적 문제해결에 참여하게 되는데 동일한 원리

로 표면적으로 매우 다른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알츠슐러

로 하여금 기술적 문제해결에 예측 가능한 공통된

원리와 패턴이 있을 것이라 확신을 주게 되며 이것

이 트리즈(TRIZ)원리 시작점이 된다. 알츠슐러는

1946년부터 1963년까지 20만 건의 러시아특허를 분

석하여 창조성의 수준을 5단계로 분류하고 누구나

객관적이라고 평가할 만한 수준의 3단계와 4단계의

특허 4 만 건을 추출하여 집중 분석하여 해결책의

공통점으로 뽑아낸 것이 ‘40가지 발명원리’이다.9) 40

가지 발명원리는 가장 널리 알려진 트리즈 원리는

국내의 삼성, LG, 현대와 같은 대기업에서 활발히

연구되며 활용되고 있으며 미국의 5백대 기업 중에

상당히 많은 곳에서 트리즈를 활용하여 성공을 거두

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 유럽각국, 러시아, 일본, 중

국, 인도, 대만, 등에서는 학교에서 트리즈를 가르치

고 있다.10)

1. 트리즈 이론의 ‘40가지 발명원리’ 중 4개
핵심 원리와 적용 사례

본 연구에서는 트리즈의 대표적 문제해결원리인

‘40가지 발명원리’ 중 4개의 핵심원리11), 01. 분할

(Segmentation), 04. 비대칭(Asymmetry), 05. 통합

(Consolidation), 10. 사전조치(Preliminary Action),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

꺼번에 해결하지 말고 필요한 부분만 나누어서 생각

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분할의 원리’, 익숙한 대칭구

조에서 탈피해 비대칭구조로 만들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비대칭성’, 연관된 기능을 수행하는 요소들을

통합하면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통합의 원리’

등 발상의 전환을 도와주는 내용들을 체계화한 원리

이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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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냉장고 형태의 진화과정

Ultra Capacity French 4-Door Refrigerator

- http://www.lg.com

1) 분할(Segmentation)

분할의 원리는 ‘40가지 발명원리’ 중 첫 번째 원리

로 하나의 물체를 여러 개의 독립적인 세부조직으로

나누어 효율성을 확대하는 원리이다.

(1) 동일한 기능의 독립적인 세부 조직으로 분할

분할원리가 적용된 성공적인 제품디자인사례로 커

터(utility knife, snap-off blade cutter, boxcutter,

stanley knife)칼13)이 있다. 커터칼<그림 1>14)은 1956

년 일본의 오카다 요시오(岡田良男)가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종이를 자르는 일을 하던 중 판 모양

의 초콜릿의 칸 구분과 유리의 잘라진 면을 보고 영

감을 얻었다고 한다. 커터칼 이전에는 칼이 무뎌지면

칼 전체를 버려야 하므로 불편함이 있었으나, 커터칼

<그림 1> OLFA SNAP-OFF BLADE CUTTER

1956, 오카다 요시오

- http://www.olfa.co.jp

의 사용으로 칼끝만 부러뜨려 잘라내고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15) 하나의 긴 칼날을 여러 개의 독립

적인 세부단위로 나누어 활용성을 높이는 트리즈 분

할원리는 커터칼을 혁신적인제품으로 탄생시켰다. 칼

의 기능이 날카로운 칼날 끝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칼

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낭비되는 것이 일반적이

었다면 커터칼은 독립적으로 분할된 개체를 절단할

때마다 동일한 기능의 날카로운 칼날을 사용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이전의 제품과 차별화되었다.

(2) 복합 기능의 독립된 세부 조직으로 분할

<그림 2>16)는 냉장고 형태의 진화과정이다. 초기

1개의 공간으로 구성된 1도어 형태에서, 2개의 독립

적 공간으로 분할된 2도어의 형태로 진화하였으며, 2

도어 형태에서 3도어 형태로 그리고 최근에는 4개의

독립된 공간으로 추가 분할된 4도어 냉장고가 국내

의 삼성, LG를 비롯하여 세계적 기업에서 출시되고

있다. 독립적으로 분할된 공간은 개별적 온도조절이

가능하여 음식의 종류나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온

도로 저장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세부적으로

분할된 공간에서 적정한 온도로 음식을 보관할 수

있어 냉장고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세부공간으로 분

할되어 수납의 편리함이 확대되었다. 또한, 필요한

공간의 문만 열고 닫을 수 있으므로 분을 열고 닫을

때 발생하는 전력소비량을 줄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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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인 아테사” 쓰레기통

1971, Enzo Mari, Danese, Italy

- http://www.switchmodern.com/

<그림 4> 트리즈 가스통과 투명 가스통

특허 456403, 러시아

- 한국디자인포럼, 19, p. 394.

2) 비대칭(Asymmetry)

비대칭원리는 ‘40가지 발명원리’ 중 04번째 원리로

대칭형이면 비대칭형으로 전환시키거나, 비대칭형이

면 비대칭의 정도를 높여 기존의 것과 다른 차별화

를 만드는 문제해결원리이다. 비대칭의 원리는 대칭

형에 익숙해진 인간의 감각과 대칭형을 만들고자하

는 무의식적인 습관에서 탈피해 사고의 확장을 추구

하는 것이다.

(1) 고정된 형태의 비대칭

“인 아테사” 쓰레기통<그림 3>17)의 형태는 한 쪽

방향으로 약간 기울어진 비대칭형으로 트리즈 비대칭

원리가 적용된 제품디자인사례이다. 쓰레기통의 가장

평범한 형태는 원통이다. 사람들이 쓰레기를 던지는

방향으로 살짝 기울임으로써 이 쓰레기통은 새로운 표

준이 되었다.18) 일반적인 쓰레기통의 개념은 못 쓰게

되어 내다 버릴 물건이나 이미 내다 버린 물건19)을

담는 통이다. 따라서 감성을 자극하는 디자인보다는

순수한 기능에 맞춘 대칭 원통형이나 직사면체형의 디

자인이 일반적이었다. “인 아테사”쓰레기통은 작은 형

태의 변화로 혁신을 가져온 사례이다. 이 제품은 사용

자의 행동에 주목하여 기능의 추가는 물론 디자인의

혁신을 성취하였다. 관습이나 고정관념에서 탈피한 발

상의 전환으로 제품의 기능향상은 물론 시각적 즐거움

까지 주는 감성적 디자인을 만들어 낸 사례이다.

(2) 상황에 따라 변하는 비대칭

트리즈 비대칭원리의 적용 사례 중 러시아 특허

456403번을 획득한 ‘말하는 가스통’<그림4>20)은 내용

물의 상황에 따라 비대칭의 정도가 변하는 원리가

적용되었다. 알츠슐러 책에서 인용한 “말하는 가스

통”이란 부제가 붙은 사례이다. 자원의 추가 없이 가

스가 남은 양을 알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아이디어인

데 가스가 떨어졌을 때 통이 알아서 스스로 신호를

보내 준다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말하고 있다. 바닥

을 비스듬히 깍고 그쪽에 추를 달아 가스가 일정량

이하가 되면 기우는 원리이다.21) “말하는 가스통”은

제품 디자인의 좌우가 대칭이어야 한다는 무의식적

습관의 탈피로 기술문제를 해결한 사례이다.

3) 통합(Consolidation, Merging)

통합의 원리는 ‘40가지 발명원리’ 중 05번째 원리

로 동일하거나 유사한기능을 수행하는 물체를 결합

하거나 통합하여 여러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게 하는

원리이다. 여러 단계로 나누어 수행해야 하는 작업을

통합하여 동시에 진행하게 함으로서 작업 시간과 작

업효율성을 증진시킨다.

(1) 도구와 사용자의 통합

통합원리의 사례로 특허 SU A.c.N163,473을 획득

한 달걀 유통기한표시 도장<그림 5>22)이 있다.23) 유

통기한표시 도장을 반지 형태로 설계하여 사용자의

손가락에 끼우고 달걀 수집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된 제품이다. 달걀 수집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유통기

한을 표시할 수 있도록 통합원리가 적용된 것으로

작업 효율성을 증대하고 작업시간을 절감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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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달걀에 날짜를 찍을 수 있는 손가락 도장

특허 SU A.c.N163,473

- 창의성의 또다른 이름 트리즈, p. 163.

<그림 6> 언 땅을 녹이는 굴착기

발명가 인증서 #235, 547

- 새로운 방식의 트리즈, p. 165.

<그림 7> 설탕용기 1961,

Carlo Mazzeri, Alessi, Italy

- Super Normal, p. 86.

<그림 8> 쇼핑바구니

Cyunichi Jyuki, Japan

- Super Normal, p. 36.

효용성이 입증되었다.

(2) 도구와 도구의 통합

도구 와 도구의 통합원리로 효율성을 높인 사례로

는 발명가 인증서 #235,547을 획득한 굴착기가 있다.

로터(Rotor) 굴착기<그림 6>24)의 작동 요소는 로터

와 크레인 팔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굴착기에는 언 땅

을 녹이는 가열장치(예를 들어, 로터 모서리의 양 끝

에 붙어있는 노즐)가 있어서 독특하다. 이것이 굴착

에 드는 힘을 줄여준다.25) 동절기 작업 시, 땅이 얼

어 작업이 지체되는 것을 감안하여 굴착기에 언 땅

을 녹이는 가열장치를 통합한 사례이다. 여러 단계로

나누어 수행해야 하는 작업을 통합하여 동시에 진행

하게 함으로서 작업시간을 절감하고 작업효율성을

증진시킨다.

4) 사전조치(Preliminary Compensation)

사전조치는 ‘40가지 발명원리’ 중 11번째 원리로

예측되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여 사전에 예방 조치

하는 원리를 말한다.

(1) 외곽선의 변화 조치

<그림 7>26)은 이탈리아 술집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설탕용기이다. 뚜껑의 외곽선에 사전에 뚫어 놓은 구

멍에 스푼을 꽂아둘 수 있으며, 뚜껑가장자리는 앞쪽

이 바깥으로 접혀있어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다. 대개

이 모든 기능을 한데 우겨넣다 보면 흉하고 어색한

물건이 되기 쉽다 하지만 이 용기는 모든 것이 어우

러지면서 더할 나위 없이 우아한 설탕용기로 탄생했

다.27) 이 설탕용기는 사용 시 예측되는 문제점, 즉

티스푼 꽂을 자리를 미리 예측하여 뚜껑의 일부를

잘라내었으며 뚜껑을 열고 닫을 때 잡기 쉽도록 뚜

껑 앞쪽의 가장자리 앞쪽으로 접어 돌출시켜 디자인

효율성을 높인 사례이다.

(2) 표면의 변화 조치

<그림 8>28)은 슈퍼마켓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플라스틱쇼핑바구니이다. 쇼핑바구니는 내용물의 무

게를 지탱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와 두께를 가진 소

재로 만들어져야 하나 쇼핑하는 동안 줄곧 들고 있

어야 하는 물체이므로 바구니 자체의 무게가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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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안 된다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트리즈 사전조치원리가 적용되었다.

적절한 강도의 소재를 사용하나 바구니표면에 구멍

을 뚫어 무게를 절감한 것이다. 이와 같이 기술적 문

제를 해결함과 뚫린 구멍사이로 쇼핑한 물건을 확인

할 수 기능까지 추가되어 창의적인 디자인이 되었다.

Ⅲ. 트리즈 이론으로 레이 가와쿠보
패션디자인의 적용

레이 가와쿠보는 꼼데 가르송(Comme des Gar-

cons)의 디자이너이며 이 시대의 대표적인 창의적

디자이너이다. 80년대 이후에 독자적인 세계를 가진

신인 디자이너가 많이 배출되지 못한 것이 바로 레

이 가와쿠보 때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현재

유행하고 있거나 과거에 유행을 한 많은 디자인요소

들이 이미 그녀에 의해서 먼저 선보여진 것이라는

지적은 그녀가 얼마나 시대를 앞서가는 아티스트인

가를 웅변하는 것이다.29) 가와쿠보는 고정관념을 파

괴한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세계 패션흐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 중 하나

인 그녀의 차별화되는 디자인 접근방식에 전문가들

은 주목하고 있다. “스케치와 드레이프로 디자인을

전개하며 전통적인 드레스메이킹과 테일러링 기법으

로 복식의 구조를 형상화하는 일반적인 디자이너와

다르게 레이 가와쿠보는 패션의 테크닉과 관련된 고

정관념에서 자유롭다. 그녀는 고정된 구조의 틀에서

자유로운 직관적이고 본능적인 디자인을 추구하는데

때로는 그로 인해 복식의 기초가 파괴되는 경우도

가끔 발생한다.”30) 가와쿠보의 디자인과 같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디자인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설득력

있게 표현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발상과 더불어 기

술적 문제해결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

에서 보았을 때 가와쿠보의 디자인은 예술과 기술이

잘 융합된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트리즈 이론에 의

한 패션디자인의 적용에 앞서 패션디자인의 발상과

정에 있어 문제의 시작인 디자이너의 디자인 철학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1. 레이 가와쿠보의 디자인 철학
레이 가와쿠보는 1980년대 초반 요지 야마모토,

이세이 미야케 등의 일본 디자이너들과 함께 국제무

대에 데뷔하여 전통적인 서구의 미의식과 거리를 둔

새로운 미학인 ‘빈곤한 패션(poor look)’과 ‘빅룩(big

look)’을 발표하며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일본태생의

일본 출신인 가와쿠보는 국제 진출에 앞서 ”우리는

전통복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나는 0에서 시

작한다.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롭고 강한 이미

지를 창출하고자한다”31)라고 선언하였다. 이를 통해

디자인에 있어 관습이나 규칙 그리고 고정관념을 멀

리하고자 하는 디자이너의 의지를 엿 볼 수 있다. 이

는 관습이나 고정관념을 발명원리의 방해요소로 규

정하는 트리즈의 문제해결원리와 일치한다. 패션디자

인의 문제해결에 있어 발상의 시작점이 되는 디자이

너의 디자인 철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선미학에 영향을 받은 가와쿠보는

복식에서 빈곤미를 추구한다. 전통적인 일본미인 간

소한 멋을 표현하기 위해 천연소재의 무지(無地)를

사용하거나, 유현(幽玄)의 색채인 무채색, 비대칭의

실루엣(silhouette), 봉재의 미완성, 또는 일부러 천을

구기거나 찢는 등 의식적으로 계산된 파형(波形)의

아름다움을 창조했다. 좌우대칭을 무시하는 것이 아

니라 그것을 의도적으로 깨뜨림으로써 형태에 새로

운 생동감과 변화를 주었다.32) 여성복식의 전통적 미

적가치와 거리를 둔 폐허의 미, 미완성의 미로 디자

인의 참신성을 추구한다.

둘째, 선미학의 불이미(不二美) 정신에 근거하여

전형적인 이분법적 해체를 부정하고 대립적요소의 공

존을 추구한다. 가와쿠보는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 부

와 빈곤의 이분법적 해체를 거부하며 시·공간을 초월

한 디자인을 추구한다.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을 이분

법적으로 분리하기를 거부하고 성역할을 넘어 하나의

인간이라는 개념아래 디자인을 전개한다. 가와쿠보는

여성의 가냘픈 부분과 남성의 거친 부분을 잘라내고

남녀를 같은 위치에 세워 인간성=휴머니티 자체라고

주장하고 국경, 종교의 경계의 파괴에 이어서 “남자

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와 같은 고정관념을

제거하고 “남자도 여자도 인간답게”라는 더 큰 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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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분할원리 적용 전 재킷 도식화->분할 후 재킷 도식화

Comme des Garcons, 2010 S/S

- http://www.style.com

를 제시한다.33) 이 또한 인체의 비례와 비율의 재현

에 집중하는 전통적 서구복식을 관습을 버리고 인체

를 강조하기 보다는 은폐하는 형태를 파괴한 디자인

으로 나타난다. 가와쿠보는 전통적인 서구 복식의 미

적 개념을 파괴하고 여성의 아름다움과 화려함 또는

관능미를 복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거부한다.

가와쿠보의 디자인철학은 선미학의 빈곤미와 불이

미를 바탕으로 형성되었으며 전통적 미적 범주와 가

치의 기준을 넘어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디자인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는 디자인 철학을 반영하기위해

전통적인 관습이나 규칙, 고정관념과 거리를 두는 문

제해결방식으로 창의적인 디자인을 발표하고 있다.

2. 트리즈 이론의 적용
1) 분할(Segmentation)

전통적인 서구복식의 형태는 고대 그리스 피타고

라스학파의 비례(proportion)에 근거하여 인체의 이

상적인 비례와 비율에 따라 인체의 형태를 재현하는

데 중점을 둔다. 척추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형을 이

루며 허리선을 중심으로 상·하로 분할된다. 상의는

두 팔을 넣을 수 있는 두 개의 소매와 몸통으로 구

성되며 앞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 완벽한 대칭형을

이룬다. 하의 역시 앞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

형을 이루며 몸의 외곽선을 따르는 스커트 또는 두

다리의 형태를 재현하는 바지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

적이다. 분할에 있어 고대 그리스의 이상적인 비례와

비율의 기준이 적용되며 성역할에 따라 인체의 강조

할 부분이 결정된다. 이상적인 인체미의 표현을 위해

부족한 부분은 심지, 패딩 또는 착시 등을 통해 보완

되기도 한다.

(1) 동일한 목표 달성을 위한 독립적인 세부 조

직으로 분할

<그림 10>34)은 2010년 꼼 데 가르송 컬렉션에서

발표된 재킷디자인으로 복식의 일부를 독립된 개체

로 분할하여 디자인목표를 성취한 사례이다. 분할원

리 적용 전 도식화를 살펴보면 재킷의 좌우로 각 3

조각씩, 모두 6개의 작은 조각이 모여 앞면을 구성하

고 있다. 이는 분할원리 적용 후 13개의 조각이 추가

로 분할되어 앞면이 총 19개의 세부조각으로 나누어

진다. 추가분할이 이루어지며 인체의 외곽선에서 돌

출된 3개 덩어리가 구성되었는데 이는 인체의 윤곽

을 재현하는 서구전통적인재킷의 구성방식을 파괴하

는 요소로 사용되었다. 트리즈분할원리인 ‘하나의 물

체를 여러 개의 독립된 세부조직으로 분할하는 원리’

가 적용된 사례로 하나의 재킷 안에서 여러 개의 독

립적인 세부분할이 이루어져 전통적 구성방식과 인

체미의 표현을 거부하는 디자이너의 철학이 반영되

었다.

(2) 복합기능의 독립된 세부조직으로 분할

인체의 형태를 바탕으로 하나의 몸통과 두 개의

소매가 좌우 대칭형으로 분할되는 것이 일반적인 서



트리즈(TRIZ)이론에 의한 패션디자인의 적용

- 87 -

TRIZ 이론 분할(Segmentation)

분할원리 하나의 물체를 여러 개의 독립적인 세부 조직으로 나누어 효율성 확대.

동일기능의 독립적인 세부조직으로 분할 복합기능의 독립적인 세부조직으로 분할

제품디자인 패션디자인 제품디자인 패션디자인

-동일한 기능의 독립적인

세부조직으로 분할

-동일한 디자인목표 달성을

위해 독립적인 세부조직으

로 분할

-복합기능의 독립적인 세부

조직으로 분할

-복합기능의 독립적인 세부

조직으로 분할

-착용방식에 따라 다양한

복식의 형태 연출

<표 1> 트리즈 분할원리 적용사례

<그림 10> 분할원리 적용 전 재킷 도식화 -> 분할원리 적용 후 재킷 도식화

Comme des Garcons, 2011 S/S

- http://www.style.com

구복식의 형태이다. <그림 10>35)는 2011SS 컬렉션에

서 발표된 재킷으로 전통적인 서구복식의 분할방식

을 탈피한 디자인이다. 이 재킷은 소매에 분할원리가

적용되어 하나의 몸통에 2개의 소매에서 4개의 소매

로 2개의 소매가 추가되었다. 기능에 있어 착용방식

에 따라 4가지 다른 방식으로 착용할 수 있다. 이는

관습적인 복식분할의 기준을 파괴하고 새로운 형태

를 제시하고자 하는 디자이너의 의지가 반영된 작품

으로 착용자의 착용방식에 따라 복식의 형태가 다양

하게 변화하는 복합기능의 재킷이다.

2) 비대칭(Asymmetry)

비대칭원리는 대칭형에 익숙해진 인간의 감각과

대칭형을 만들고자하는 무의식적인 습관에서 탈피해

사고의 확장을 추구하는 것이다. ‘대칭(symmetria)’,

즉 균제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미를 지칭하기 위하여

사용했던 표현들로 어원적으로 부분들의 배열이나 비

례를 뜻하는 것이다.36) 대칭형은 고전미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시각적 안정감을 주기위한 요소로

사용된다. 인체는 척추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형을 이

루고 있으며 인체의 형태를 바탕으로 구성된 전통적

인 서구복식의 형태 역시 앞 중심선을 중심으로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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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Comme des

Garcons 2012 S/S

- http://www.farfetch.com

<그림 12> Comme des

Garcons 2011 S/S

- http://www.style.com

<그림 13> Comme des

Garcons 2011 S/S

- http://www.style.com

<그림 14> Comme des

Garcons 2011 F/W

- http://www.style.com

대칭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몸판, 소매, 주머니, 칼

라, 라펠을 비롯하여 다트와 절개선까지 구성이나 비

율에 있어 완벽한 대칭형을 이룬다. 가와쿠보는 비대

칭형을 복식디자인의 창의적 문제해결방식으로 적용

하여 전통적인 관습과 규칙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디

자인목표를 성취하였는데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고정된 비대칭형태 유지

고정된 비대칭형태가 유지되는 사례는 외곽선의

비대칭, 내부선의 비대칭, 재질감의 비대칭, 색채와

문양의 비대칭으로 분류할 수 있다. 헤럴드 코다가

규정하고 있는 일본 미학의 본질인 ‘불규칙(irregul-

arity), 불완전(imperfection), 비대칭(asymmetry)'37)

중의 하나이기도 한 비대칭은 가와쿠보의 초기 디자

인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방식과 강도로 주요하게 적

용되고 있는 디자인요소이다. 가와쿠보의 작품에서

다양한 비대칭원리의 적용사례를 찾아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디자인에 하나 이상의 비대칭원리가 동시

에 사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11>38)은 2012SS

에 발표된 가디건디자인으로 복식의 내부선에 비대

칭원리가 적용되었다. <그림 12>39)재킷은 좌우로 이

질적인 소재가 사용되어 재질감의 비대칭을 이루고

있으며, <그림 13>40)재킷디자인은 재질감의 비대칭과

외곽선의 비대칭원리가 동시에 적용된 사례이다. 재

킷 앞 중심의 좌우로 이질적인 재질감의 소재가 비

대칭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좌우 밑단의 길이가 다른

외곽선의 비대칭을 이룬다. <그림 14>41)는 2011FW

컬렉션에서 발표한 작품으로 재킷의 앞 중심선의 좌

우로 외곽선의 비대칭, 색채, 문양의 비대칭, 재질감

의 비대칭이 동시에 적용되었다. 우선, 재킷의 형태

가 좌우로 강도 높은 비대칭형을 이루고 있다. 좌측

은 남성적인 테일러드 재킷의 형태를, 우측은 여성적

인 블라우스 소매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재질감 역

시 하나의 재킷이라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이질적인

소재가 좌우로 사용되었다. 좌측은 전형적인 무지의

양복지가 사용되었으며, 우측은 여성성이 부각되는

하늘거리는 블라우스감에 화려한문양이 프린트되어

사용되었다. 이 재킷은 디자인의 참신성을 넘어서 옷

의 역할이나 기능에 대한 인습적 관념마저 파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트리즈비대칭원리는 비대칭을 통

해 문제해결을 하는 원리이며, 비대칭이면 비대칭의

정도를 높여 기존의 것과 다른 차별화를 추구한다.

<그림 11>에서 <그림 14>방향으로 비대칭의 정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비대칭의 정도가 높을수록 디자인

혁신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착용자의 의지에 따라 형태가 변하는 비대칭

트리즈의 비대칭원리를 적용한 사례로 살펴본 ‘말

하는 가스통’의 경우는 담고 있는 물체의 양의 변화

에 따라 비대칭의 정도가 변하게 되는 디자인사례이

다. <그림 15>42)은 착용자의 의지에 따라 재킷 또는

드레스로 착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착용법에 따라

비대칭의 정도와 형태가 변하는 디자인이다. 대칭형

이며 확정된 형태의 디자인을 추구하는 서구복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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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Z 이론 비대칭(Asymmetry)

분할원리 물체의 형태 또는 부품을 비대칭 형태로 전환시켜 차별화 추구.

고정된 형태의 비대칭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비대칭

제품디자인 패션디자인 제품디자인 패션디자인

-고정된 형태의 비대칭

-내부선의 비대칭

-외곽선의 비대칭

-재질감의 비대칭

-색채, 문양의 비대칭

-내용물의 상태에 따라 변

하는 비대칭

-착용자의 의지에 따라 변

하는 비대칭

<표 2> 트리즈 비대칭원리 적용사례

<그림 15> Comme des Garcons(비대칭 재킷, 비대칭 드레스 앞면, 뒷면), 2002 F/W

- http://www.ebay.com

관습과 규율을 파괴한 디자인으로 담고 있는 물체,

즉 착용자의 참여에 따라 변화하는 디자인으로 미완

성의 미학을 실현하였다. 앞모습, 좌우 옆모습, 뒷모

습 등 모든 각도에서 비대칭형을 이루는 디자인으로

비대칭의 정도가 매우 높다.

3) 통합(Consolidation, merging)

통합원리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물체를 통합하여 여러 작업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원리이다. 개별성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 기존의 구분

또는 문제의식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즉, 새로운 접

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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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Comme des Garcons,

2011 F/W

- http://www.farfetch.com

<그림 17> Comme des Garcons,

2011 F/W

- http://www.style.com

<그림 18> Comme des Garcons,

2011 F/W

- http://www.style.com

<그림 19> Comme des Garcons, 2011 F/W

- http://www.farfetch.com

가와쿠보는 전통적관습과 규율에서 탈피한 새로운

디자인을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관철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통합원리를 디자인에 적용시키고

있다. 전통적인 성역할에 따른 복식의 관습을 거부하

며 남성과 여성을 이분법적분리가 아닌 인간이라는

통합적인개념으로 해석하여 디자인에 적용하며, 시·

공간을 통합한 디자인, 복식과 예술을 통합한 디자인

을 선보이기도 한다.

(1) 복식과 착용자의 통합

<그림 16>43)은 2012 S/S 꼼 데 가르송 컬렉션에

발표된 여성복디자인이다. 여성 인체의 특징을 의도

적으로 은폐하는, 즉 보디 컨셔스(body conscious)

디자인을 거부하는 오버사이즈 실루엣으로 남성과

여성을 인간이라는 휴머니티적 아이디어로 통합하여

표현한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여성복식 또는 남성

복식이라는 이분법적 해석이 아닌 남성과 여성 모두

를 통합한 인간을 위한 복식이라는 점에서 디자이너

의 철학을 관철하였다. <그림 17>44)은 꼼 데 가르송

2012 S/S 남성복컬렉션에서 발표된 디자인이다. 테

일러드재킷과 함께 대표적인 여성복식 아이템인 치

마가 함께 착용되었다. 하나의 착장 속에 남성성과

여성성이 결합된 디자인으로 성역할의 이분법적해석

을 파괴하고자 하는 디자이너의 철학이 반영되었다.

(2) 복식과 복식의 통합

<그림 18>45)은 꼼 데 가르송 2011FW컬렉션에

“혼합 패션(Hybrid fashion)"이라는 주제로 발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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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Crinoline Front Panel Skirt, 2012 S/S

- http://www.ivomilan.com

<그림 22> Comme des Garcons, 2011S/S

- http://www.style.com

작품이다. 복식의 좌우로 각각 사립학교 남학생 교복

과 바지를 연상시키는 디자인과 여성의 인체를 드러

내는 얇은 소재의 실크 블라우스를 배치하여 성의

모호성을 디자인에 표현하였다.46) 가와쿠보는 재킷의

좌우로 남성과 여성을 상징하는 복식의 일부를 배치

하여 남성성과 여성성을 하나의 복식으로 통합하고

자하는 디자인목표를 실현하였다.

<그림 19>47)는 코트의 앞과 뒤로 테일러드 코트와

케이프가 통합된 디자인이다.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진

두 개의 복식을 하나의 복식으로 통합하여 두 가지

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용한 사례이다. <그림

20>48)은 2011FW 컬렉션에 출시된 가디건디자인이

다. 흰색의 긴소매 가디건과 도트무늬 조끼를 하나의

아이템으로 통합하여 가디건과 조끼를 동시에 착용

한 것과 같은 시각적 효과를 준다.

<그림 20> Comme des Garcons, 2011F/W

- http://www.farfetch.com

<그림 21>49)은 2012SS 컬렉션에서 발표된 크리

놀린 프론트 스커트(Crinoline Front Panel Skirt)이

다. 스커트옆선을 중심으로 19세기 유행패션이었던

크리놀린을 스커트를 앞면에, 현대패션인 일자형스커

트(Pencil Skirt)를 뒷면에 배치하여 시·공간을 통합

한 디자인이다. 고정된 규칙과 규율은 트리즈발명원

리에 있어 창의적 문제해결의 방해요소로 분석된다.

고정관념을 파괴하고 시·공간을 통합한 가와쿠보의

디자인문제해결방식은 트리즈정신과 일치한다. <그림

22>50)는 2011SS 컬렉션에 발표된 작품으로 복식의

한계를 넘어 예술의 경지에서 통합원리가 적용된 사

례이다. 형태는 동일하나 이질적인 재질감의 두 복식

과 복식을 착용하고 있는 두 인간이 하나의 작품으

로 통합된 사례이다.

4) 사전조치(Preliminary action)

사전조치원리는 제품 완성이후의 문제를 예상하고

예방하는 원리이다. 복식디자인에서 사전조치는 디자

인목표달성을 위해 소재의 표면 또는 외곽선에 적용

되는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가와쿠보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

을 목표로 하며 디자인의 독창성을 무엇보다 중요시

하는 디자이너이다. 그녀는 “나는 0에서 시작 한다”

라고 자신의 디자인 철학에서 언급하기도 하였듯이

디자인에 앞서 소재를 선정하는 단계부터 관습을 탈

피한 차별화를 추구한다.51)

(1) 외곽선의 변화

<그림 23>52)은 꼼 데 가르송 2008SS 컬렉션에서

발표된 코트디자인으로 사전초치원리가 적용된 사례

이다. 전통적인 서구복식의 분할, 비율과 비례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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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원리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물체를 결합하거나 통합하여 효율성 증진.

하나의 물체를 여러 개의 독립적인 세부 조직으로 나누어 효율성확대.

도구와 사용자의 통합 도구와 도구의 통합

제품디자인 패션디자인 제품디자인 패션디자인

-도구와 사용자의 통합 -복식과 착용자의 통합 -도구 와 도구의 통합

-성역할의 통합

-복식과 복식의 통합

-시·공간의 통합

<표 3> 트리즈 통합원리 적용사례

칙을 의도적으로 파괴하여 빈곤미와 시각적 유희를

유도한 작품으로 1980년대 초반 국제적으로 센세이

션을 일으켰던 ‘거지패션(beggarman look)'의 최신형

이라고 할 수 있다. 코트의 앞 중심에 줄무늬 천 조

각이 넝마와 같이 매달려 있는데, 이는 코트 주머니

의 크기가 수배수로 확장되어 코트의 외곽선 밖으로

돌출되어 나온 것이다. 일반적인 코트의 주머니 크기

가 손이 들어갈 정도의 크기로 코트의 내부에 배치

된다면 <그림 23>의 디자인에서는 주머니의 비율과

비례가 의도적으로 파괴되었다. 또한 코트의 안쪽으

로 길이가 조금 더 긴 보랏빛코트가 겹쳐져 안쪽 코

트의 일부가 소매와 코트 밑단 부분으로 노출되어있

는데 이는 크고 작은 옷을 크기에 상관없이 마구 겹

쳐 입은 것과 같은 효과를 준다. 빈곤미를 표현하고

자 하는 디자이너의 철학을 반영하기 위해 사전조치

원리가 효과적으로 적용된 것이다.

<그림 24>바지의 도식화를 살펴보면 인체의 외곽

선 즉, 다리의 형태를 재현하는 전통적인 바지의 형

태와 차별된다. 이상적인 인체의 형태 즉, 허벅지부

터 발목까지 길고 가느다란 역삼각형 모양의 다리

형태와 무관한 S자 실루엣을 하고 있어 성인 여성의

아름다운 다리 보다는 유아의 안짱다리를 연상하게

한다. 이는 혁신적인 바지의 형태로 시각적 유희를

주며, 착용한 모습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는 디자인

이다. 바지를 착용한 사진<그림 28>53)을 살펴보면 몸

의 형태와 무관한 S자 실루엣이 철저한 사전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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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일반적인 비율과 비례의 주머니->확장된 비례와 비율의 주머니

Comme des Garcons, 2008 S/S

- http://www.style.com

<그림 24> 도식화(일반적인 바지) ->도식화(S자 실루엣 바지)

2010SS Comme des Garcons, 2010S/S

- http://www.yoox.com

<그림 25> Comme des Garcons, 2008S/S

- http://www.farfetch.com

의해 적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S자형으로 인체의 외

곽선에서 돌출된 부분은 착용 시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에 부피감을 더해주며 들어간 부분은 주름으로

처리되어 바지의 형태를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자 하

는 가와쿠보의 디자인철학이 반영된 디자인으로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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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Z 이론 사전조치(Preliminary Compensation)

분할원리 예측되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여 사전에 예방 조치.

외곽선의 변화 조치 내부의 변화 조치

제품디자인 패션디자인 제품디자인 패션디자인

-외곽선의 변화

-외부 형태의 변화

-외곽선의 변화

-실루엣의 변화
-표면의 변화 -표면의 변화

<표 4> 트리즈 사전조치원리 적용사례

용 전 새로운 형태의 바지모습에 호기심을 갖게 되

며, 착용 후 새로운 형태의 발견으로 유희를 느끼게

하는 창의적 디자인이다.

(2) 표면의 변화

<그림 25>54)는 2008SS 컬렉션에서 발표된 재킷디

자인으로 소매표면의 일부에 의도적인 구멍을 내어

반전의 재미를 준다. 재킷 착용 시 내부의 내용 즉,

착용자의 피부 또는 이너웨어가 절개된 부분을 통해

외부로 노출되어 재킷 디자인을 완성한다. 내부의 내

용에 따라 다양한 변신이 가능한 디자인으로 확정된

하나의 모습을 추구하는 전통 서구복식의 관습과 거

리를 두고자 하는 디자이너의 의지가 관철되었다. 또

한 절개된 부분의 가장자리는 올이 풀린 상태로 남

겨져 있는데 이는 일본의 선미학에서 비롯된 가와쿠

보의 디자인 철학인 빈곤미의 표출이며 미완성의 미

가 봉제의 미완성을 통해 표현된 것이다.

Ⅳ. 결론 및 제언
패션디자인에서 창의성에 대한 고민은 현장과 이

론에서 활동하는 모든 이들에게 본질적인 문제로 다

가온다. 본 연구는 기술공학이론으로 만들어지고 적

용되어온 트리즈이론에 의한 패션디자인의 적용 가

능성에 대한 시도이다. 감성이 유독 강조되는 패션디

자인에서 공식과 부호로 지배되는 공학적 이론인 트

리즈는 어색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다른 디자인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트리

즈이론의 도입과 적용은 패션디자인분야에서도 하나

의 선택으로써 본 이론의 수용을 적극 검토하게 하

고 있다. 이제 기술과 예술의 접목은 시도해 볼만한

분야가 아닌 반드시 시도해야만 하는 필수적인분야

가 되었다. 프랑스의 물리학자인 아르망 트루소

Armand Trousseau는 “모든 과학은 예술에 닿아 있

다. 모든 예술에는 과학적인 측면이 있다. 최악의 과

학자는 예술가가 아닌 과학자이며 최악의 예술가는

과학자가 아닌 예술가이다.”55)라고 주장하였다. 영국

의 창의적인 디자이너인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나는

비정통적인 뭔가를 만들기 위해 전통적인 것을 이용

한다. 패션디자인은 거의 수학과 같아서, 시대에 적

합한 등식을 성립시키기 위해 서로로부터 더하고 빼

야한다는 개념을 갖게 된다.”56)라고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레이 가와쿠보의 Comme des Garcons

디자인에 트리즈의 4가지 핵심원리인 분할, 비대칭,

통합, 사전조치를 적용 시켜 보았다. 연구 결과, 패션

디자인 문제해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디자이너

의 디자인철학을 성공적으로 성취시킨 다수의 사례

를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트리즈 분할원리가 적용

되어 전통적 구성방식과 차별화되는 개성적인 구성

방식이 제시되었다. 이는 인체의 형태를 재현하는 전

통적 구성방식과 차별화된 구성방식으로 인체미의

표현을 거부하는 디자이너의 디자인철학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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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비대칭원리가 적용되어 대칭형이며 확정된 형

태의 디자인을 추구하는 서구복식의 관습과 규율을

파괴한 디자인을 성취하였다. 셋째, 통합원리가 적용

되어 전통적인 성역할에 따른 복식의 관습을 거부하

며 남성과 여성을 이분법적 분리가 아닌 인간이라는

통합적인 개념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디자인 철학을

관철시켰다. 넷째, 사전조치원리가 복식의 표면과 외

곽선에 적용되어 일본의 선미학에서 비롯된 가와쿠

보의 디자인 철학인 빈곤미와 미완성의 미를 표현하

였다.

본 연구를 지금까지 패션디자인발상법으로 당연시

되어온 개념적발상법에서 기술적발상법으로 분석 틀

의 폭을 확장시킬 필요를 제기하고 있다. 이성이 중

심이 되는 기술적 문제해결방식이라 해도 패션디자

인분야에서 충분히 적용가능하고 창의성 분석의 효

율성을 높이는데 일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 본 연구의 의의라 하겠다. 물론 감성의 중

요성을 어떻게 담고 평가하는 가는 앞으로 연구에서

의 과제로 남는다. 오늘날 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 중

에서 단일한 학문분야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이유로 루트번스타인57)은 우리에게는 통

합적인 마인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것

이 분석적이건, 정서적이건, 아니면 전통적이건 한

가지 접근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하나도 없

다는 그의 주장이 앞으로 패션디자인 창의성 연구와

교육에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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