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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a creative fashion design and provides concrete data regard-

ing the process of creative ideas through an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fashion design idea and

the characteristics of fashion design from a formative perspective according to Osborn's checklist method.

The data collection involved 466 pages that focused on the work of 30 designers (2005 S/S-2009 F/W) ex-

tracted from the websites style.com and ifb.co.kr. In the cases of pictures collected, a content analysis was

applied based on statistical analysis and design analysis criteria. First, as a result of the examin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ideas for fashion design based on the checklist, it turned out that elimination method is

most frequently employed, followed by addition, conversion, limit and combination. In addition, every idea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erms of the applied item, expression method, and balance. Second, due

to the study of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fashion design (based on the checklist), it turned out that

square-shaped silhouette, achromatic and chromatic colors, combined tones, identical color combination,

complex texture, and identical texture combination are frequently used. In addition, every idea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erms of form, color, and fabric. We believe that the use of the checklist is useful

for the development of a creative design because formative characteristics vary based on the characteristic

of ideas of fashion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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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1세기 정보화 시대는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들

이 빠르게 변화한다. 개인의 라이프스타일도 복잡하고

다양해졌으며 이는 남과 다른 개성화, 차별화의 욕구로

표출되고 있다. 예측할 수 없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에서 남과 다름을 추구하는 성향은 자신을 포함한 주변

의 모든 것들에 대해 새로움을 찾는 경향을 만들어내고

있다. 끊임없이 창의적인 무언가를 갈망하며 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개발 정신은 이 시대의 요구이자 갖

추어야 할 덕목이 되었다.

특히 패션은 인간 삶의 가장 가까운 공간에서 시대

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변화하는 생활양식이므

로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움과 창의성은 끊임없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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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는 패션의 속성에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어지는

항목이다(Kim & Park, 2010). 따라서 패션분야의 디자

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디자인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디자인 발상에 대한 다양하

고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며 창의적인 디자인의 조

형적 측면을 분석해 봄으로써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하

는데 구체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

어져야 한다.

디자인 발상과 관련한 학문적인 연구는 컴퓨터디자

인(Huh & Lim, 2008; Lee, 2009), 산업디자인(Hong &

Jeong, 2006; Lee, 1996), 미술디자인(Choi, 2009), 교육

디자인(Song, 2009) 등 디자인 관련 분야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 특히 패션디자인 영역에서는 패션디자인 발

상법(Cho & Han, 2000; Choi, 2001), 패션디자인 발상

법에 의한 작품분석(Han, 2006; Kong & Chae, 2005),

패션디자인 발상법의 적용방법(Do, 1995; Kim & Yoo,

2002) 등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이상의 연구들은 발상

법 자체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지거나 이를 통한 디자

인 작품을 제시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디자인 발상은 실질적으로 다른 감각에 비해 시지각

적 측면에서 디자인의 요소나 원리, 디테일 등의 형식

적 측면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이미지나 스타일 등의

표현적 특성을 만들어 내는 경우가 많다. 디자인 발상

에 관련된 항목들을 나열하고, 그 항목별로 어떤 특정

변수에 대해 검토하고 체크해 나가는 오스본(Osborn)

이 개발한 체크리스트법(checklist method)은 이와 같

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데 효과적이라 그 활용가

치가 높다(Lee & Lee, 2008; Park et al., 2006). 따라서

체크리스트법에 준한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을 분석한

자료는 추후 창의적인 디자인을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

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

리라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오스본의 체크리스트법을 기

준으로 세계 유명 컬렉션의 디자이너 작품을 중심으로

디자인 발상법의 특성과 발상법에 따른 패션디자인의

조형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발상

법에 따른 디자인의 형태, 색채, 소재, 무늬의 특성을 살

펴보고 디자인 원리의 조합과 디테일 등과 같은 표현

방법에 있어서의 특성 그리고 적용아이템의 특성을 살

펴보고자 한다. 체크리스트법에 의한 패션디자인의 조

형적 특성은 시대에 맞는 또 다른 창의적 디자인을 만

들어내기 위한 아이디어 발상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 그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연구동향

인간의 잠재 능력을 설명하기 위한 가설적인 개념으

로써 창의성(creativity)은 1950년 이후 창의성에 대한 과

학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학자들 간에 다양한 정의가 내

려지고 있다. Guilford(1950)는 창의성이란 새로운 사고

를 생산해내는 것이라 하였으며 Torrance(1988)는 창의

성을 다양한 시도를 하다가 그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

을 깊게 파고들어 가치 있는 것을 발견 또는 생성하게

되는 것이라 하였다. Rogers(as cited in Yu, 1998)는 기

존의 것을 대상으로 미지의 관계 법칙을 추구해내는 기

존 사고의 새로운 결합으로 설명하였으며 Yu(1998)는

문제에 대한 전혀 새로운 견해 또는 접근 시각, 남들이

예상치 못하는 새로운 조합의 발견이라고 정의하였다.

Jeon(2005)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것

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축적된 정보로부터 새로

운 조합, 재결합, 재정리, 관계를 맺어서 인간 복지에 도

움이 되는 아이디어나 물건을 만드는 것이라 하였다.

이상의 창의성과 관련한 정의를 살펴보면 새로움, 새로

운 산출물, 발견 등 ‘무(無)’에서 ‘유(有)’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유(有)’에서 ‘새로운 유(有)’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Kim & Park, 2010).

이러한 창의성은 문제를 찾아 생각을 전개하고 정리

해나가는 발상(idea)을 통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결과

물을 산출하게 된다. 발상(發想)은 디자인에서 조형 제

작활동의 주체가 되는 인간이 예술적 표현의지를 가지

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끌어낸 다음, 주제에 따라 소

재나 형태를 구성하고, 제작을 통해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의도적인 과정으로(Lee & Lee, 2008) 생각

을 이끌어내는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생각

을 이끌어 전개하고 정리해 나가는 이러한 발상은 디

자인 분야에서 시지각적 측면에 무게를 둔 여러 가지

발상법의 적용으로 구체화되고 실용화되어지고 있다.

창의적인 디자인 발상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아이디어 발상 단계에서 어휘의 추출

및 조합, 정리의 과정을 통해 창의적 디자인 개발 방향

을 제시하거나(Cho, 2008; Chung & Kim, 2005) 요소

재구성방법으로 새로운 디자인 변형 및 전개의 가능성

을 제시한 연구(Hong & Jeong, 2006)는 제품을 대상으

로 발상법의 실효성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적, 실용적 측면에서의 디자인 발상법의 유용화

및 활용도를 살펴본 연구는 다음과 같다. Song(2009)은

활용도가 높고 학습 효과를 신장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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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상법인 브레인스토밍, 스캠퍼기법, 마인드맵, 시네틱

스기법을 중심으로 미술교육에 있어서의 창의적 표현

신장 효과를 살펴보았다. Choi(2009)는 브레인스토밍,

마인드맵, 스캠퍼, ASIT(Advanced Systematic Inventive

Thinking)이 디자인 교육에서 활용성이 높다고 하였다.

Lee(1996)는 산업디자이너를 대상으로 한 조직 내 조

사에서 브레인스토밍, 브레인라이팅, 체크리스트법과

같은 발상법 외에는 인지도나 효용도, 사용도가 낮다

고 하였다.

활용성 측면에 있어서 위의 발상방법들은 패션과 관

련된 창의적 발상법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Choi(2001)

는 패션디자인에 적합한 창조적 발상으로 체크리스트

법과 형태분석법, 고든법, 시네틱스 등을 제시하였다. 체

크리스트법과 형태분석법은 비교적 쉽고 단순한 과정

을 거침으로 누가 사용하든지 비슷한 결과물은 얻을 수

있는 향상성이 있다고 하였다. Han(2006)은 체크리스트

법을 통해 이영희의 디자인을 분석함으로써 창조적 발

상에 의한 다양한 디자인 전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형태변형에 의한 디자인 조합을 제시

하였다. Kong and Chae(2005)는 창조적 발상법의 분류

를 통해 패션디자인 실기에 쓰일 수 있는 발상법으로

체크리스트법과 형태분석법을 제시하였으며 Do(1995)

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위한 기법 중에 오스본의 체

크리스트를 용도전환, 확대, 축소, 재배열, 전도, 결합

으로 정리하였으며 CAD를 활용하여 변수를 대상으로

한 디자인 전개과정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디자인 관련 분야에서 연

구되고 활용되어지고 있는 발상법은 유용성의 측면에

서 몇 가지로 한정되어 있으며 이 중 체크리스트법은 창

의적인 디자인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곳에서 그 활용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크리스트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자극시키기 위

해 고안된 것 중에 가장 간단한 것으로 시각적 이미지

(visual images)나 단어(words)의 리스트 중 적어도 몇

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할 수 있다. Broadbent(1973)는 “전형적인 체크리스트

는 Osborn(1963), Gregory(1963), Matousek(1963), Eder

and Gosling(1965) 등에 의해 편집되어졌으며 이 중 오

스본의 리스트는 그의 저서 『상상력의 응용(Applied Ima-

gination)』에서 매우 디테일하게 보여주고 있다”(p. 344)

고 했다.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오스본의 체크

리스트법은 OCL 또는 수정법, SCAMPER라고도 불리

며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디자인 발상에 관련

된 항목들을 나열하고 그 항목별로 특정적 변수에 대

해 검토해 봄으로써 최적화된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촉

진시킬 수 있다(Kim, 2012).

아이디어의 산출을 위해 사고의 출발점 또는 문제해

결의 착안점을 미리 정해 놓고 그에 따른 다각적인 아

이디어를 개발시킬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오스본

의 체크리스트법을 제거법, 부가법, 전환법, 극한법, 결

합법으로 정리하여 그 특성을 살피고 패션디자인의 조

형적 측면에서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III. 연구방법

연구에 사용된 사진자극물 수집은 패션컬렉션 정보

사이트(style.com, ifp.co.kr)를 통해 이루어졌다. 세계 유

명 컬렉션을 통해 지속적으로 작품활동을 하면서 창의

적인 작품세계를 선보이고 있는 디자이너 30명(Paris,

New York, Milano 각 10명)을 선정하였으며 5년(2005년

S/S~2009년 F/W)간의 작품을 중심으로 수집이 이루어

졌다(Table 1). 수집된 사진자극물은 패션디자인 전공

박사 및 박사과정 대학원생 5명을 중심으로 여러 번의

타당성 검증을 받았으며 그 결과 최종적으로 466장을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Table 2).

분석방법은 내용분석과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내

용분석은 패션디자인 관련 문헌(Fiore & Kimle, 1997;

Lee & Lee, 2008)을 참고로 하여 <Table 3>의 분석기

준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조형적 특성을 디자인 요소와

원리로 세분화시켜 살펴보았다. 내용분석에 사용된 디

자인 원리는 시각적으로 두드러지게 표현된 균형을 발

Table 1. Objects of photos stimulus

Paris New York Milano

Christian Dior Marc Jacobs
Alessandro

Dell'Acqua

Alexander

McQueen

Alexandre

Herchcovitch
Alberta Ferretti

Stella McCartney Donna Karan Emilio Pucci

John Galliano Michael Kors Fendi

Jean Paul Gaultier Zac Posen Gucci

Christian Lacroix Behnaz Sarafpour Moschino

Yohji Yamamoto Jill Stuart Roberto Cavalli

Comme Des

Garcons
Proenza Schouler Dsquared

2

A. F. Vandevorst Vera Wang D&G

Viktor & Rolf Oscar de la Renta Vers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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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별로 분석하였고 리듬은 부가법에서 추가로 이루

어졌다. 통계분석은 통계패키지 SPSS 14.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빈도분석, 백분율, χ
2
-test의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체크리스트법에 의한 패션디자인 발상법의 특성

체크리스트법의 종류에 따른 패션디자인 발상의 특성

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Table 4>−<Table 5>와 같다. 전체적으로 제거법

에서는 부분적 제거(69.8%)가 과감한 제거(30.2%)보다

많이 나타났고 대칭균형(65.5%)이 비대칭균형(34.5%)

보다 많이 나타났다. 부분적 제거에서는 대칭균형이, 과

감한 제거에서는 비대칭균형이 부각되어 나타났다. 부

분적 제거는 허리(30.9%), 어깨(17.3%), 가슴(13.6%)부

분의 제거가 많이 나타났고 과감한 제거는 팔(28.6%),

바디(20.0%), 바디+팔(17.1%), 어깨(14.3%)의 제거로 나

타났다. 제거법이 적용된 아이템을 살펴본 결과 관찰빈

Table 2. The frequency on year, season and collection                                     (n (%))

Year

Season
Collection

2005 2006 2007 2008 2009 Total

Total
S/S F/W S/S F/W S/S F/W S/S F/W S/S F/W S/S F/W

Limit

Paris 4 4 10 12 11 12 11 5 4 4 40 37 77

New York 0 1 0 0 1 0 1 1 0 1 2 3 5

Milano 3 1 0 0 1 1 0 0 0 0 4 1 5

Total
7 6 10 12 13 12 12 6 4 5 46 41 87

(18.7)13 (2.8) 22 (4.7) 25 (5.4) 18 (3.9) 9 (1.9) 87 (18.7)

Elimination

Paris 6 6 6 1 8 2 2 3 11 3 33 20 53

New York 7 0 0 0 1 0 3 1 2 8 13 9 22

Milano 13 4 5 2 7 1 2 0 3 4 30 11 41

Total
26 10 11 3 16 3 7 9 16 15 76 40 116

(24.9)36 (7.7) 14 (3.0) 19 (4.1) 16 (3.4) 31 (6.7) 116 (24.9)

Addition

Paris 5 10 8 7 6 6 9 6 2 7 30 36 66

New York 2 1 0 1 1 0 0 4 2 1 5 7 12

Milano 0 0 1 1 0 0 6 1 3 3 10 5 15

Total
7 11 9 9 7 6 15 11 7 11 45 48 93

(20.0)18 (3.9) 18 (3.9) 13 (2.8) 26 (5.6) 18 (3.9) 93 (20.0)

Combination

Paris 1 4 3 11 12 4 14 6 5 7 35 31 66

New York 0 0 0 0 0 2 0 2 1 0 1 4 5

Milano 0 1 2 1 1 0 0 0 1 3 4 5 9

Total
1 4 5 12 13 6 14 8 7 10 40 40 80

(17.2)5 (1.1) 17 (3.6) 19 (4.1) 22 (4.7) 17 (3.6) 80 (17.2)

Conversion

Paris 13 6 8 3 7 6 9 6 4 9 41 30 71

New York 2 0 0 0 0 0 0 1 0 3 2 4 6

Milano 0 0 0 1 2 1 0 2 6 1 8 5 13

Total
15 6 8 4 9 7 9 9 10 13 51 39 90

(19.3)21 (4.5) 12 (2.6) 16 (3.4) 18 (3.9) 23 (4.9) 90 (19.3)

Total

56

(12.0)

37

(7.9)

43

(9.2)

40

(8.6)

58

(12.4)

34

(7.3)

57

(12.2)

43

(9.2)

44

(9.4)

54

(11.6)

258

(55.4)

208

(44.6) 466

(100.0)
93 (20.0) 83 (17.8) 92 (19.7) 100 (21.5) 98 (21.0) 46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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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기대빈도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부분적 제거에

는 원피스와 드레스가 과감한 제거에는 재킷과 코트가

부각되어 나타났다. 제거법의 경우 여성복 대표아이템

인 원피스나 드레스에 부분적 제거로 여성성을 더욱 부

각시키거나 남성적 이미지의 재킷과 코트에 과감한 제

거로 반전의 미를 더하면서 제거법 발상이 인체미 강조

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부가법에서는 장식선 부가(79.6%)가 구조선 부가(20.4%)

보다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났으며 균형과 리듬은 대칭

균형+반복리듬(38.7%), 비대칭균형+반복리듬(23.7%), 대

칭균형+점진리듬(19.4%),비대칭균형+점진리듬(18.3%)

의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장식선 부가에서는 비대칭균

형+반복리듬이, 구조선 부가에서는 대칭균형+반복리듬

이 부각되어 나타났다. 장식선 부가에서는 러플(25.7%),

플라운스(23.0%), 프릴(13.5%), 리본(9.5%)의 순으로 장

식요소가 많이 나타났으며 구조선 부가에서는 슬리브

Table 3. Analysis criterion of fashion design according to checklist method

Category Criteria Details

Checklist

method

Elimination partial, daring

Addition decoration-line, structural-line

Conversion position, use, detail, fabric

Limit one section, two section, whole

Combination one item, two items

Formative

characteristics

Principle
Balance symmetry, asymmetry

Rhythm repetition, progressive

Element

Form

Square boxy, straight, empire, H-line, slim

Triangle A-line, trapeze, trumpet, V-line, Y-line, wineglass, T-line

X-line fitted, hourglass, fit and flare, bell, X-empire

Oval barrel, balloon, mermaid

Complex mixed, irregular 

Color

Kind

chro-

matic

warm R, YR, Y, pink, beige, brown, gold

cool BG, B, PB, P, silver

neutral GY, G, RP

achromatic W, Bl, Gr

combination chromatic+chromatic, chromatic+achromatic, achromatic+achromatic

Tone

pure tone vivid, strong

tint tone very pale, pale, bright

moderate light, light grayish, grayish, dull

shade deep, dark

monotone mono

other complex tone

Combination tone in tone, tone on tone, contrast, accent, identical, complex

Texture
Kind

hard rustic, crisp, stiff, creasy, smooth, plain

soft bulky, spongy, lofty, cozy, creamy, limp

transparent slick, sheer, lacy

brilliant metallic, gorgeous, glossy, silky

complex
soft+hard, transparent+brilliant, soft+transparent,

hard+brilliant, soft+brilliant, hard+transparent

Combination identical, similar, different

 Pattern solid, abstract, geometric, stylized, the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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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칼라+포켓(21.1%), 스커트(15.8%), 칼라(10.5%)

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가법의 적용아이템을 살펴본 바

드레스(35.5%), 원피스(23.7%), 코트(15.1%), 재킷(15.1%)

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가법의 종류와 교차분석 결

과 드레스, 원피스에서는 장식선 부가가, 코트와 재킷

에서는 구조선 부가가 부각되어 나타났다. 드레스나 원

피스 등의 아이템에 여성성을 강조하는데 효과적인 디

테일을 부가, 반복하면서 시각적인 움직임을 통해 유

연한 리듬감을 극대화시키는 전개특성이 보이며 코트

나 재킷의 아이템에는 디자인 자체의 구조적인 형이나

선을 반복, 부가하여 의복의 볼륨을 키우거나 하드한

느낌을 강조하는 특성을 보여주고 것으로 나타났다.

극한법의 경우를 살펴본 결과 한 부위극한(64.4%), 두

부위극한(20.7%), 전체극한(14.9%)의 순으로 나타났으

며 대칭균형(78.2%)이 비대칭균형(21.8%)보다 두드러

지게 많이 나타났다. 교차분석 결과 한 부위극한과 전

체극한에서는 대칭균형이, 두 부위극한에서는 비대칭균

형이 부각되어 나타났다. 한 부위극한은 슬리브(41.1%),

장식(17.9%), 스커트(17.9%) 순으로 많이 나타났고, 극

한의 표현은 크기극한(64.3%), 길이+크기극한(19.6%),

길이극한(16.1%)의 순으로 나타났다. 두 부위극한은 장

식+스커트(27.8%), 칼라+스커트(22.2%), 슬리브+스커

트(22.2%) 순으로 나타났으며 극한의 표현은 크기극한

(72.2%), 길이+크기극한(22.2%), 길이극한(5.6%)의 순

으로 나타났다. 전체극한은 칼라+슬리브+몸판(53.8%),

네크라인+몸판(30.8%), 슬리브+몸판(15.4%)의 순으로 나

타났고, 극한의 표현은 크기극한(61.5%), 길이+크기극

한(38.5%)으로 나타났다. 극한법의 적용아이템을 살펴

본 결과 드레스(23.0%), 원피스(19.5%), 코트(19.5%), 재

킷(11.5%), 스커트(6.9%) 등의 순으로 많이 나타났으며

교차분석 결과 한 부위 극한은 재킷, 스커트에서 두 부

위극한은 드레스, 재킷+스커트에서 전체 극한은 원피

스, 코트에서 부각되어 나타났다. 극한법의 발상은 크

기나 길이에 있어 최소치보다 최대치로 확대해 보는

발상이 대부분으로 이는 볼륨의 확대로 인한 웅장함이

의상 전체에 아방가르드 느낌을 주는데 효과적이기 때

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전환법의 경우 위치전환(52.2%), 용도전환(22.2%), 디

Table 4. Characteristic of fashion design idea according to checklist method (I)

Checklist

Category

Elimination Addition Limit

Partial Daring
Decoration-

line

Structural-

line
One section Two section Whole

Idea

charac-

teristics

balance/

rhythm

symmetry asymmetry
asymmetry/

repetition

symmetry/

repetition
symmetry asymmetry symmetry

χ
2
= 8.700, p = .003 χ

2
= 11.109, p = .011 χ

2
= 7.433, p = .024

details

waist,

shoulder,

bust

arm, body,

arm+body,

shoulder

ruffle,

flounce,

frill, ribbon

sleeve,

collar+pocket,

skirt, collar

sleeve,

decoration,

skirt, size limit

decoration/

collar/

sleeve+skirt,

size limit

collar+sleeve

+body,

size limit

application

item

one-piece,

dress

jacket,

coat

dress,

one-piece

jacket,

coat

jacket,

skirt

dress,

jacket+skirt

one-piece,

coat

χ
2
= 11.410, p = .077 χ

2
= 47.450, p = .000 χ

2
= 57.758, p = .000

Main photo

*Zac Posen

(05 S/S

New York)

*Viktor &

Rolf

(07 S/S

Paris)

*Alexander

McQueen

(06 F/W

Paris)

*Yohji

Yamamoto

(06 F/W

Paris)

*Christian

Dior

(06 F/W

Paris)

*Christian

Dior

(08 S/S

Paris)

*Viktor &

Rolf

(07 F/W

Paris)

*Designer (year season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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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일전환(13.3%), 소재전환(12.2%)의 순으로 많이 나타

났으며 대칭균형(64.4%)이 비대칭균형(35.6%)보다 많

이 나타났다. 교차분석 결과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

며 위치전환, 소재전환은 대칭균형으로 용도전환, 디테

일전환은 비대칭균형이 부각되어 나타났다. 위치전환은

속옷(29.8%), 벨트(23.4%), 슬리브(21.3%), 여밈(10.6%)

의 전환으로 나타났고, 균형과 교차분석 결과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며(χ
2
= 22.829, p = .002) 속옷, 슬리브

는 대칭균형으로, 벨트, 여밈은 비대칭균형으로 부각되

어 나타났다. 용도전환은 벨트(20.0%), 아이템(20.0%),

장갑(15.0%), 지퍼(10.0%) 등의 순으로 많이 나타났고

균형과 교차분석 결과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며(χ
2
=

17.306, p = .016) 벨트, 아이템은 대칭균형으로, 장갑, 지

퍼 등은 비대칭균형으로 부각되어 나타났다. 이는 의복

의 아이템, 액세서리, 디테일이나 트리밍 등의 장식적 요

소 등이 원래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의복 내에서 사

용됨으로 의외의 신선함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테

일전환은 재킷(66.7%), 원피스(16.7%), 네크라인(8.3%),

스커트(8.3%) 순으로 많이 나타났으며 균형과 교차분석

결과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χ
2
= 12.000, p = .007).

재킷이나 원피스의 디테일은 비대칭균형으로, 네크라

인과 스커트의 디테일은 대칭균형으로 부각되어 나타

났다.

소재전환에서는 비닐(45.5%), 신문지(27.3%), 생화

(18.2%) 등의 순으로 많이 나타났으며 모두 대칭균형으

로 나타났다. 전환법의 적용아이템을 살펴본 결과 코트

(22.2%), 블라우스(20.0%), 원피스(18.9%), 재킷(14.4%)

의 순으로 나타났고 전환법의 종류와 교차분석 결과 유

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며 블라우스, 원피스에는 위치

전환이, 코트는 용도전환과 소재전환이, 재킷에는 디테

일전환이 부각되어 나타났다. 소재전환의 경우 일반적

으로 의복 소재가 아닌 주변의 모든 대상이 의복의 소

재로 적용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으로 그 범위가 광

범위하며 이를 의복 소재로 실용화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 및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결합법의 경우 한 아이템결합(51.3%)과 두 아이템결

합(48.8%)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대칭균형(57.5%)이

비대칭균형(42.5%)보다 많이 나타났다. 한 아이템결합

은 상의+하의(39.0%), 재킷(12.8%), 슬리브(12.2%) 등

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두 아이템결합은 재킷(33.3%),

Table 5. Characteristics of fashion design idea according to checklist method (II)

Checklist

Category

Conversion Combination

Position Use Detail Fabric One item Two items

Idea

charac-

teristics

balance
symmetry asymmetry asymmetry symmetry symmetry symmetry

χ
2
= 30.040, p = .000 χ

2
= 1.204, p = .273

details
underwear, belt,

sleeve, fastener

belt, item,

gloves, zipper

 detail of jacket/

one-piece

vinyl, newspaper,

natural flower

upper+bottom,

jacket, sleeve

jacket,

one-piece

application

item

blouse,

one-piece
coat

jacket,

one-piece
coat

jacket+pants,

blouse+pants,

coat

jacket, blouse,

one-piece

χ
2
= 50.724, p = .025 χ

2
= 26.078, p = .001

Main photo

*Jean Paul

Gaultier

(06 S/S Paris)

*Jean Paul

Gaultier

(08 S/S Paris)

*Yohji

Yamamoto

(09 F/W Paris)

*A. F.

Vandevorst

(08 S/S Paris)

*Stella

McCartney

(09 S/S Paris)

*Comme Des

Garcons

(06 F/W Paris)

*Designer (year season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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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피스(30.8%), 코트(7.7%) 등의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결합법의 적용아이템을 살펴본 결과 재킷(23.8%), 블라

우스(16.3%), 원피스(15.0%), 코트(13.8%), 재킷+팬츠

(1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합법의 종류와 교차

분석 결과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며 재킷+팬츠, 블

라우스+팬츠, 코트 등은 한 아이템결합으로 재킷, 블라

우스, 원피스는 두 아이템결합에서 부각되어 나타났다.

결합법 발상은 시각적으로 다른 디자인의 같은 아이템이

결합하거나 상의와 하의의 다른 아이템이 결합하여 한

아이템으로 보여지는 발상과 서로 다른 아이템이 결합하

여 시각적으로 두 아이템으로 보여지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재킷과 바지가 결합된 점프수트(jump suit)

스타일은 대표적인 결합법 발상의 디자인이다.

2. 체크리스트법에 의한 패션디자인의 조형적 특성

체크리스트법에 의한 패션디자인의 조형적 특성을 알

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전반적으로 형태는 사각형(30.3%), 복합형

(24.2%), X자형(20.6%), 삼각형(19.3%), 타원형(5.6%)

의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제거법에서는 사각형이 많이

나타났고 그 중 H라인이 부각되어 나타났다. 부가법에

Table 6.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fashion design according to checklist method

Checklist

Category
Elimination Addition Conversion Limit Combination

Formative 

characteristics

Form

square

(H-line)

complex

(mixed, irregular)

complex

(irregular)

complex

(mixed)

square

(boxy)

χ
2
= 77.815 p = .000

Color

Kind
achromatic chromatic

achromatic

+chromatic

chromatic

+chromatic

achromatic

+chromatic

χ
2
= 67.135 p = .000

Tone
monotone pure tone complex tone complex tone complex tone

χ
2
= 48.886 p = .000

Combination
monotone monotone tone on tone contrast contrast

χ
2
= 76.594 p = .000

Texture

Kind
soft hard complex transparent complex

χ
2
= 27.904 p = .032

Combination
identical identical different identical similar

χ
2
= 42.095 p = .000

Pattern
solid solid solid abstract geometric

χ
2
= 68.425 p = .000

Main photo

*Jean Paul

Gaultier

(07 F/W Paris)

*John Galliano

(07 F/W Paris)

*Viktor & Rolf

(05 F/W Paris)

*Christian

Lacroix

(09 S/S Paris)

*Comme Des

Garcons

(06 F/W Paris)

*Designer (year season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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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복합형이 많이 나타났고 혼합형, 부정형이 모두 부

각되어 나타났다. 전환법에서는 복합형이 많이 나타났

고 그 중 부정형이 부각되게 나타났으며 극한법에서도

복합형이 많이 나타났고 혼합형이 부각되어 나타났다.

결합법에서는 사각형이 많이 나타났고 그 중 박스형이

부각되어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보면 디테일이나 장

식을 부분적으로 부가하거나 전체적으로 반복하는 부

가법 발상이나 기존의 용도나 위치를 달리하는 전환법,

형태의 최대 및 최소치를 맞추는 극한법의 발상은 발

상방법의 특성으로 인해 형이 복잡하고 복합적인 형태

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의복의 새

로운 실루엣을 만들어내는데 효과적인 발상법으로 여

겨진다.

체크리스트법에 의한 패션디자인의 색채특성을 살펴

본 결과 색채종류에서는 조합색(60.5%)이 단색(39.5%)보

다 많이 나타났으며 조합색에서는 무채색+유채색(31.1%)

이, 단색에서는 무채색(20.2%)이 많이 나타났다. 제거

법은 무채색이 부각되어 나타났고 부가법은 유채색이,

전환법과 결합법은 무채색+유채색이, 극한법은 유채색

+유채색이 부각되어 많이 나타났다. 톤에서는 전체적으

로 복합톤(48.1%), 모노톤(24.2%), 화려한톤(9.6%). 어

두운톤(5.4%)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거법은 모노톤이 부각되어 나타났고 부가법은 화

려한톤이, 전환법, 극한법, 결합법은 복합톤이 부각되어

나타났다. 배색에서는 동일배색(36.3%), 콘트라스트 배

색(27.9%), 톤온톤 배색(15.8%), 톤인톤 배색(8.8%), 액

센트 배색(7.1%)의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제거법, 부가

법은 동일배색이 부각되어 많이 나타났고 전환법은 톤

온톤 배색이, 극한법과 결합법은 콘트라스트 배색이 부

각되어 많이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보면 디테일이나

트리밍 등 장식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는 부가법 발

상은 전반적으로 화려한 유채색을 사용한 단순한 색채

조합으로 의상 전체나 부분의 조형적 형태미를 부각시

키는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거법 발상은

무채색 모노톤의 동일배색의 색채특성이 부각되어 최

대한 컬러의 시각적 파워를 배제시켜 인체미를 강조하

는 특징이 보여진다. 전환법, 결합법, 극한법 발상은 전

반적으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컬러 사용으로 인체를 강

조하기보다 의복 자체를 강조하는 측면이 부각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체크리스트법에 의한 패션디자인의 재질특성을 살펴

본 결과 전체적으로 복합(51.1%), 하드(25.3%), 소프트

(13.1%), 브릴리언트(5.8%), 트랜스페어런트(4.7%) 순으

로 많이 나타났다. 제거법은 소프트재질이 부각되어 나

타났고 부가법은 하드재질이, 전환법과 결합법은 복합재

질이, 극한법은 트랜스페어런트재질이 부각되어 나타났

다. 재질조합은 동일재질(45.3%), 유사재질(29.2%), 이

질재질(25.5%)의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제거법, 부가

법, 극한법은 동일재질조합이 많이 부각되었으며 전환

법은 이질재질조합, 결합법은 유사재질조합이 부각되

어 나타났다.

체크리스트법에 의한 패션디자인의 무늬특성을 살

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민무늬(70.7%)가 가장 많이 나

타났고 추상적무늬(15.9%), 기하학적무늬(6.4%), 양식

적무늬(4.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거법, 부가법, 전

환법에서는 민무늬가 부각되었으며 결합법은 기하학적

무늬, 극한법은 추상적무늬가 부각되어 나타났다. 이

상에서 살펴보면 각 발상법 자체의 전개방법적 특성으

로 인해 무늬나 재질감이 주는 시각적 효과는 전반적

으로 자제되어 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V. 결 론

이 연구는 세계 유명 컬렉션의 디자이너 작품을 중

심으로 오스본의 체크리스트법을 기준으로 한 디자인

발상법의 특성과 발상법에 따른 패션디자인의 조형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창의적인 디자인 개

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세계 유명 컬렉션인 Paris, New York, Mil-

ano를 통해 꾸준한 작품활동을 펼치면서 창의적인 작품

세계를 선보이고 있는 디자이너를 컬렉션별로 10명씩

선정하였으며 그들의 작품(2005년 S/S~2009년 F/W)을

중심으로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패션컬렉션 정보 사이

트(style.com, ifp.co.kr)를 통해 수집된 사진자료는 패션디

자인 전공 박사 및 박사과정 대학원생 5명을 중심으로

타당성 검증을 받았으며 그 결과 최종적으로 466장을 자

료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사진은 통계분석과 디자

인 분석기준에 따른 내용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체크리스트법에 의한 발상법의 종류별 디자인

에 있어서의 표현특성을 살펴봄으로써 효과적인 패션

이미지 연출을 위한 디자인 발상의 아이디어를 제공하

고자 체크리스트법에 의한 패션디자인 발상법의 특성

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제거법, 부

가법, 전환법, 극한법, 결합법의 순으로 많이 나타났으

며 모든 발상법이 적용아이템, 표현방법, 균형에서 유

– 857 –



68 한국의류학회지 Vol. 36 No. 8, 2012

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제거법은 원피스와 드레스에서

어깨, 가슴, 배, 바디에 대칭균형의 부분적인 제거가 많

이 나타났다. 부가법은 드레스, 원피스, 스커트에서 대

칭균형 점진리듬의 러플과 비대칭균형 점진리듬의 플

라운스, 비대칭균형 반복리듬의 프릴 등의 장식선부가

가 많이 나타났다. 전환법은 블라우스의 네크라인이나

원피스의 여밈이 비대칭균형으로 위치전환되어 많이

나타났으며 팬츠에 속옷이, 스커트의 벨트가 대칭균형

으로 위치전환 되어 많이 나타났다. 극한법은 재킷이나

블라우스에서 슬리브 길이의 극한이, 스커트나 팬츠에

서 폭의 극한이 대칭균형으로 나타났으며 장식에서는

한 부위극한이 비대칭균형으로 많이 나타났다. 결합법

은 재킷+팬츠, 블라우스+팬츠의 한 아이템결합이 대칭

균형으로 많이 나타났으며 재킷과 원피스에서는 두 아

이템결합이 비대칭균형으로 많이 나타났다.

따라서 신체를 강조하여 페미닌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자 할 경우에는 제거법의 발상이, 여성적 이미지의 디테

일로 의복을 강조하여 여성의 인체미를 부각시키기 위

해서는 부가법의 발상이 효과적일 것이다. 의복 구성적

측면에서 디테일이나 위치, 나아가 용도 및 소재의 변

경을 통해 의복을 강조하는 디자인 발상에는 전환법이

효과적일 것이며 의복의 크기나 폭, 길이에 있어 최대

치로 확대하는 극한법의 발상은 아방가르드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상의와 하의의 아이템을

결합하거나 디자인이 다르면서 서로 같거나 다른 아이

템을 좌우결합하는 결합법의 발상은 서로 상반되는 이

미지를 표현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체크리스트법에 의한 발상법별 디자인 구성요

소 전개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디자인 발

상과정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 또는 제언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법에 의한 패션디자인의 조형적 특성을 살

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형태특성은 제거법, 결합법에

서 사각형이 많이 부각되어 나타났고 부가법, 극한법, 전

환법에서는 복합형이 많이 부각되어 나타났다. 이는 의

복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결합하는 형식의 발상은 전체

적인 실루엣이 심플한 형태로 나타나고 부가법, 극한법,

전환법의 경우는 발상방법의 특성으로 인해 조형적인

형태미가 복합적이고 복잡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색채특성은 제거법에서는 무채색이, 부가법에서 유

채색이 많이 부각되어 나타났다. 전환법과 결합법에서

는 무채색+유채색이, 극한법에서는 유채색+유채색이 많

이 부각되어 나타났다. 톤은 모든 발상법에서 복합톤

이 많이 나타났으며 제거법에서는 모노톤이, 부가법은

화려한톤이 부각되어 나타났다. 배색은 제거법, 부가법,

전환법에서 동일배색이 많이 부각되어 나타났으며 전

환법에서 톤온톤 배색이 부각되어 나타났다. 결합법, 극

한법에서는 콘트라스트 배색이 많이 부각되어 나타났

다.

재질특성은 모든 발상법에서 복합재질이 많이 나타

났으며 제거법에서는 소프트재질이, 부가법에서는 하드

재질이, 극한법에서는 트랜스페어런트와 브릴리언트재

질이 부각되어 나타났다. 재질조합은 제거법, 부가법, 극

한법에서 동일조합이 많이 부각되어 나타났다. 전환법

에서도 동일조합과 이질조합이 부각되어 나타났으며 결

합법에서는 유사조합이 많이 부각되어 나타났다.

무늬는 모든 발상법에서 민무늬가 많이 나타났으며 극

한법에서는 추상적무늬가, 결합법에서는 기하학적무늬

가 부각되어 나타났다.

체크리스트법에 의한 패션디자인의 조형적 특성을 살

펴본 결과 형태, 색채, 소재, 무늬의 표현특성이 발상법

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또한 전반적으로 의상의 부분

또는 전체의 형태적 측면에 발상의 포인트가 맞추어져

이를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색채, 소재, 무늬가 보조적

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디테일이나 아이템, 구성적 측면에서의 체크리스트가

아닌 색채, 소재, 무늬의 구성요소를 체크리스트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이상의 결과는 연구범위와 디자이너 선정에 있어 한

계가 있으므로 확대해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후속연구에서는 연구범위의 년도를 넓혀나가

는 종적(縱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체

크리스트법에 의한 패션디자인의 조형적 특성에 대해

동일한 발상법에 대한 표현에 있어서의 특성과 변화

추이를 볼 수 있으므로 아이디어 발상에 있어 질적, 양

적으로 의미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

가 패션환경과의 관련성을 살펴볼 수 있으므로 지속적

인 연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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