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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Creative thinking requires an ability to draw ideas on the given topic in a given time period 
with concentration. For this, the development process of design concept on the topic was col-
lected through experiments and interviews targeting 10 fashion education experts and 10 clothing 
majors. After the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divergent thinking was done to 
find as many ideas and possibilities as possible at the step of expanding the topic by analogy. 
This showed characteristics of spreading thoughts through the spread of lexicon to professional 
field knowledge of learned, individual's cultural background, other art fields. Second, abstracted 
and designed words that are expanded and listed by the topic analogy were specified the topic 
gradually through the free combination method between lexicons. The sentences made by the 
combination of lexicons were interpreted through the serial listing method, in which the con-
nection between sentences had the meaning of orderly cause and effect form, and the parallel 
listing method that treated information at once. Third, the few characteristics of the procedure 
that visualizing into the specific design are as follows. Firstly, the method to transform image that 
lexicon has into the one appropriate to the topic, the case that reflects external characteristics of 
selected designed word, and the case which reflects as the extrinsic expression of personal im-
manent and tactic desires. This study has its means to propose methods and directions to help 
create more creative and systematic ideas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that appeared during 
the process of thinking language-oriented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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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1세기는 자신의 업무영역에 대한 깊은 전문지식

을 갖추면서도 다른 영역이나 교양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갖춘 ‘전문화되면서도 다재다능한 인재(Spe-

cialized Generalist)’를 필요로 한다.1) 과거 인재가

자신의 전공을 살려 독자적인 판단으로 주어진 임무

를 달성하였다면 미래는 종합적 사고와 높은 판단능

력, 타 전공과의 소통을 잘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접근

의 ‘네트워크형 인재’를 원하는 것이다. 모든 걸 오픈

하고 소통하며 협력해야 표준이 될 수 있는 공유(共

有)의 시대에2) 통합적 사고를 지닌 창의적 인재 교

육은 필요하다. 주어진 주제와 상황에 대해 다양한

방법과 관점으로 새롭고 가치 있는 사고력을 형성하

고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능력함양 교육이 요구

되는 것이다.3)

패션 분야는 매 시즌 새로운 테마가 발표되고 테

마에 맞는 다양한 디자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패션의 주기는 점점 짧아지고

있으며 차별화 다양화를 요구하는 소비자의 감성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어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다양성

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디자인 행위는

그 자체가 불명확한 문제로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기

술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주관적

인 해석을 요구하고 위계적인 구성을 갖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디자인은 결코 무의식적, 맹목적 행위

가 아니라 그 자체가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에 의해

이미지와 아이디어가 가시적으로 실체화되는 것이

디자인의 궁극적인 본질이 된다.

아이디어 발상과 관련된 선행 논문이나 교재를

4)5)6)7)8) 살펴보면 디자인 발상 행위 과정상의 특징

은 물론 패션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패션 디자인 발상으로의 적용에 구체성이

결여된다. 또한 패션 전문 서적9)10)11)들은 형태구조

와 관련된 시 지각 측면에 치중된 발상법이 주를 이

루고 있다. 실질적으로 패션 디자인을 개발하는데 있

어 구체적인 형상을 제시하는 주제 외에 추상적인

개념의 컨셉을 구체적인 디자인으로 끌어내는 과정

이 상당히 많다. 하지만 비형상어인 추상단어를 주제

어로 제시 하였을 때 패션 디자인 전공 학생들은 주

제를 바라보고 접근하며 이를 구체화 시키는데 있어

막연한 어려움을 호소한다.

연상 작용을 통한 아이디어 발상법은 어떠한 디자

인 주제가 주어졌을 때 막연히 시각적 구체화를 하기

보다는 단어, 형태, 색상의 체계적인 연상 작용을 통

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상을 할 수 있는 점에서

활용가치가 높다.12) 언어지향적 아이디어 발상은 그

림 중심의 발상 방법보다 훨씬 합리적이고 체계적으

로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으며 더 넓고 깊게 발상

을 전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짐으로13) 어휘를 통한

디자인 발상 전개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좀 더 창의

적이고 체계적인 아이디어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실질적인 디자인 감각을 키우는데 필

요한 방법과 방향을 제시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물리적 대상(object)의 디자인 언어는 일반적으로

시각적인 형태로 인식되지만 때로는 디자이너의 철

학이나 의도에 따라 점차 내면적인 대상으로 추상화

단계를 거침으로써 최초 물리적 대상 자체의 고유한

의미만을 내포한 채 전혀 새로운 디자인 언어로서

재구성되기도 한다.14) 패션 분야에서 매 시즌 제시되

는 트렌드 키워드는 여러 가지 환경적, 문화적 요인

들에 의해 다양한 의미나 형태로 펼쳐졌다가 디자이

너의 감성, 브랜드의 컨셉이나 아이덴티티에 맞게 해

석되고 정리되어 구체적인 디자인으로 가시화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한 패션 디자인 분야의 연

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며 실증적 연구를 통해 디

자인 발상 전개 과정상의 특성들을 살펴보는 것은

‘유(有)’에서 또 다른 ‘새로운 유(有)’를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휘를 통한 패션 디자인 발상

전개 과정의 특성을 살펴 창의적인 디자인 발상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

의 실질적인 디자인 감각과 전문성을 키우는데 그

목적이 있다. 순간적이거나 번뜩이는 아이디어는 물

론 개개인의 아이디어를 발상하고 전개하는 노력의

과정 속에는 일련의 공통 분모가 있을 것이라 가정

하고 제시된 주제어에 대한 디자인 발상 전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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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펴보는 실증적 연구를 통해 그 특성을 분석하

였으며 이를 토대로 디자인 실습 교육에 필요한 방

향성을 제시하고 제언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특정 이미지에 대한 소통 매개로써 시각 이미지보

다 언어가 일관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인간의 정서

기억 내에서 언어적 연상 작용이 시각적 연상 작용

과 아울러 존재하고 있음을 추정하게 하며 활성화된

이미지 형식의 정서기억은 언어로 번역되는 과정에

서 변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15) 연상(association)

은 심리에 있어 하나의 관념이 다른 관념을 불러일

으키는 현상으로 철학에서는 연상이 일어나는 조건

으로 유사, 대조, 인접을 말하기도 한다. 19세기 후반

실험심리학의 창시자 Wundt는 인간의 의식내용을

감각·관념 및 감정 등의 원자적 요소들로 분석하여

그것들이 연상되는 법칙을 발견하려고 했다.16) 연상

의 사전적 의미는 내면적 심리를 끄집어내고 발현하

는데 있어서의 현상적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디자

인 분야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유추나 은유와 같은

전이적 특성을 통해 기술되어지기도 한다.

같은 종류의 것 또는 비슷한 것에 기초하여 다른

사물을 미루어 추측하는 의미의 유추(analogy)는 두

개의 사물이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는 것을 근거로

다른 속성도 유사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을 말한

다.17) 은유(metaphor)는 전달할 수 없는 의미를 표

현하기 위하여 유사한 특성을 가진 다른 사물이나

관념을 써서 표현하는 어법의 사전적 의미를 갖는

다.18) 은유와 유추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이

둘 모두 대상들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성을 바탕으로

발생한다는 공통점과 함께 일반적으로 유추가 은유

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창의적인 디자인 사고의 방법으로서 유추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다른 상황에서는 요구를 어떻게 충족시

키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

방법을 보다 분명히 하게 된다.19) 유추를 통해 아이

디어를 구체화시키는 디자인 프로세스는 디자인 주

제를 일반적으로 결합하여 생각하기 힘든 아이디어

들과 생각을 연결시키는 프로세스를 만들어 줌으로

서 창의적인 디자인 결과를 얻게 된다.20) Broadbent21)

는 유추적 디자인은 단순히 인습의 모방에서 탈피하

여 새로운 시각적 형태를 만들어 내는 과정으로 창

조적 아이디어의 가장 유력한 원천이 된다고 하였다.

임규정22)은 연상의 과정을 통한 언어적 나열 방법이

확산적 사고를 유도하고 유연한 사고와 이미지 시각

화 능력을 기를 수 있어 창의적 발상 디자인 교육에

효과적이라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보면 유추나 은유

와 같은 전이적 특성이 창의적 디자인 발상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유사성을 근거하여 계속적으로

아이디어를 떠 올리는 연상 과정은 제시된 주제에

대한 확산적, 수렴적 사고를 하는데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

디자이너는 디자인 언어를 통해 단순히 과거의 요

소를 그대로 재현하거나 기본 요소들을 다양한 연산

에 의해 변화시켜 표현하기도 하며 때로는 상상 등을

통한 비현실적 대상을 새롭게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

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이전의 최선의 것은 보존하되

고착된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디자이너의 창조성과

관련되어 있다. 다양한 종류의 디자인 언어들은 디자

인 과정을 통해 지정된 집합, 사례의 조합, 단순한 유

형들의 조립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23) 심리학자

Royce24)는 한 개인의 세계관, 사상, 철학 등은 사고

패턴의 전제에 기초하고 있으며 어떠한 인지 프로세

스에 의해 창조적 사고를 하는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

다고 하였다. 최은희, 최윤아25)는 연상된 단어와 스케

치 분석을 통해 유추에 의한 디자인 문제해결의 유형

을 진화형, 발산형, 약한 전환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진

화형은 구조적 유추가 많이 사용되고 발산형과 약한

전환형으로 갈수록 표면적 유추가 주로 사용된다고

하였다. 최은희26)27)는 상업공간과 주거공간 디자인

과제를 중심으로 유추의 활용방법 및 효과를 살펴 본

결과에서 학습자의 수준에 상관없이 언어적 유추와

시각적 유추를 함께 활용 했을 때 창의적 디자인의

생산정도가 높다고 하였다. 박경애, 이찬28)은 유추적

디자인 사고는 형태구성 방식의 하나로 참신한 발상

이나 풍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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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였다. 또한 회화에서 도출한 유추적 착상은 미

술에서의 표현적 경향이 유추적 사고를 통한 기호작

용의 전이효과로 실내디자인에 적용됨으로써 예술적

재순환의 형식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창의적인 아

이디어가 끊임없이 요구되는 디자인 분야에서는 이러

한 유추적 연상 작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와 관련

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패션은 디자인 분야에서도 가장 변화에 민감하여

독특함과 다양성이 절실히 요구되어 지는 반면 상대

적으로 디자인 전개 과정에 있어서의 특성을 추출하

고 이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과 연구는 미흡한 실정

이다. 하지만 창의적인 작품을 분석하거나 발상법을

적용한 사례연구는 이어지고 있는데 조합법과 강제

연결법과 같은 발상법을 활용한 패션 상품개발에 관

한 연구29)나 창의성이 돋보이는 디자이너 작품의 조

형적 특성을 살펴본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의 연구에서도 시대사조나 트렌드에 맞물

려 주목받는 디자이너 작품에 대한 조형성을 살펴본

연구30)31)와 디자인 발상 근원과 작품 특성을 연결

지어 살펴본 연구32)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경향

은 좀 더 나아가 다른 디자인 분야인 건축 공간을

패션의 영역으로 가져와 유명 디자이너 브랜드의 이

미지 구축에 활용한 연구33)나 문화 예술을 활용한

패션 브랜드에 관한 연구34)로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이상의 연구 대부분은 시각적 결과물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는 측면이며 이러한 결과물이 나오기

까지의 과정을 분석하고 그 특성을 살펴보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좀 더

창의적인 디자인 발상을 할 수 있는 방법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 디자인 능력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

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언어에 의한 유추적 연상 과

정을 통해 나타나는 디자인 전개 과정상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산업

적 측면에서 현실적인 디자인 감각을 키울 수 있으

므로 이와 관련된 연구는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Ⅲ. 연구내용 및 방법
장기적인 측면에서 창의적인 발상은 어떤 아이디

어를 미리 정해놓고 그 아이디어에 맞는 주제를 찾

아 아이디어를 끼워 맞추는 경우보다 어떤 주제가

주어지던 일정한 시간 안에 수준이 있는 아이디어를

꺼낼 수 있는 노하우가 요구된다.35) 이러한 관점에서

디자인 전개에 필요한 대표 주제어를 선정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패션 관련 수업을 듣는 대학

생과 대학원생 68명을 대상으로 ‘fashion'하면 떠오르

는 연상 어휘에 대해 수집하였다. 그 결과 빈도수가

매우 높고 어휘를 통해 의상으로 표현하기 적합하며

패션전공 집단이 패션관련 용어로 인지하고 있는 ‘아

방가르드(avant-garde)’를 대표 주제어로 최종 선정

하였다.

선정된 어휘는 5년 이상 패션 디자인 관련 분야

강의경력을 가진 교육 전문가 10인과 패션 디자인

실습수업을 이수하고 졸업 작품 패션쇼를 준비하고

있는 의류학과 3학년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실험이

실시되었다.

실험은 A4용지에 ‘아방가르드’ 용어를 주고 디자

인으로 나오기까지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과정

을 가감 없이 종이 위에 표현하도록 하였다. 시간은

60분 이내로 한정하였으며 실험이 끝난 후 1:1 면접

을 통해 실험지 내용의 디자인 전개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게 하였으며 그 내용을 녹취하여 실험지와 함

께 결과 분석에 사용하였다.

Ⅳ. 결과 및 고찰
디자인 초기단계에 직관에 의해 아이디어를 발상

하고 이를 이론이나 분석의 힘에 의해 검증하고 다

시 종합의 단계에서 직관을 끌어내는 것이 디자이너

에게는 논리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사고의 과정

에서 발산적 사고는 예술적 능력과 결부된 창의적

사고기법이라는 생각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창조적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발산적, 직관적 사고가

아이디어 발상 단계에서 선행되고 수렴적, 논리적 과

정을 통해 검증한다는 면에서 앞과 일맥상통한다.36)

따라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디자인 발상 전개상의

내용적 특성 추출은 가능하리라 여겨진다.

디자인 발상 전개 과정이 디자이너 개인의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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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어휘 확장의 자유결합발상에 의한 디자인 전개 프로세스

또는 무의식적인 행위일지라도 거기에는 어떤 특징

적 패턴이 존재한다고 예측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

서는 실험지와 1:1면담 내용을 토대로 결과를 분석

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어휘를 통한 디자인 발

상 전개 과정을 분석하고 그 특징을 추출하는데 선

행 연구에서 제시한 <그림 1>37)의 디자인 전개 과정

을 참고하였다.

1. 유추에 의한 주제어 확장
디자이너는 사고(思考)를 통해 디자인 결과물을

만들어 낸다. 의도된 행위인 동시에 일련의 과정으로

써 물리적 형태의 지각과 구성을 통해 부여된 동기

는 기억이나 지식을 디자인 목표인 개념(concept)에

따라 불러옴으로써 디자인 사고를 활성화시키게 된

다.38) 유추에 의한 추론은 일반적으로 토대(base)라

고 부르는 하나의 체계로부터 목표(target)라고 부르

는 다른 체계로 구조적인 정보를 전이시키는 것이

다.39) 주제어에 대한 유추는 중심이 되는 주제어의

구조를 이해하고 이로 전개되는 개념 사이의 대응관

계를 인식하며 발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 된다.40)

유추를 사용하는 방식은 익숙하지 않은 상황과 관련

한 가설을 만드는 것, 문제 해결의 수단이나 테크닉

의 원천으로 사용하는 것, 학습과 전이를 위한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

식이 있다.41) 여기서는 가능한 한 많은 아이디어와

가능성을 찾아내기 위한 확산적 사고를 위해 판단을

보류하고 자신의 생각을 넓혀나가야 하는 과정으

로42) 이렇게 펼쳐진 내용들은 디자인을 구체화 시켜

나가야 하는 수렴적 사고의 단계에서 경우의 수를

늘려주어 서로간의 유기적인 결합시도를 원활하게

한다.

피험자 개개인의 펼쳐진 어휘들에 대한 분석을 통

해 <그림 2>와 같은 몇 가지 특징을 추출하였으며

주제어에 대해 확장 전개 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먼저, 학습된 전문 분야 지식의 전개를 들

수 있다. 전체적으로 주제어에 대한 이미지나 느낌,

심상 등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피험자들

간의 상반되거나 의외의 의미를 지닌 어휘 전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패션에서 이해되는 주제

어에 대한 개념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실험집단이 패션 전공자 집단이므로 학습된 전

문 지식을 바탕으로 발상 초기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어휘 전개를 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주제어에 대해 연상되는 디자이너를 유

추해 내는 특징이 보였다. 평소 디자이너의 작품을

통해 느껴 왔던 이미지나 패션계에서 주제어의 이미

지로 각인된 정보들이 연결되어 나타났다. 이는 더

나아가 그러한 디자이너의 작품에서 보여 지는 디자

인 요소별 특징들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전이 되었다.

이러한 특징들은 모방의 대상을 찾는 심리적인 측면

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주제어의 추상적 요

소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디자이너의 작품 특성을 연결고리로 선택하는

것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당면한 문제에 대한 상

당 수준의 전문지식을 가져야 하며 그로부터 유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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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유추에 의한 주제어 확장 특징 모형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43) 실질적으로 창의적인 디자

인이 ‘무(無)’에서 ‘유(有)’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므

로 ‘새로운 유(有)’를 창조하기44) 위한 모방 대상을

대표 디자이너와 그의 작품 특성을 택함으로써 객관

성과 신뢰성을 갖추고자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은 개인의 문화적 배경과 관련된 개념의 전개

를 들 수 있다. 주제어와 관련되어 개인의 지식이나

경험, 내면적 개념, 과거의 기억이나 상상력 등이 유

추 확장되는 특징을 보인다. 디자이너는 디자인 문제

의 일과 자신을 개인적 유추로 동일시하는데 이를테

면 ‘내가 만일 ○○라면 나는 어떻게 느낄 것인가?

나에게 작용하는 ○○은 무엇일까? ○○에 대한 나

의 태도는 무엇일까? 등’으로 동일시한다.45) 유추를

통해 이루어지는 앞의 의도적 언어 확장의 특징은

개인의 신체적, 물질적, 지각적인 경험으로부터 발생

하는 것이라는 연구46)와 유사하다.

또 다른 특징으로 주제어에 대해 미술이나 건축

같은 다른 예술 분야나 기타 대중문화 영역으로의

사고 확장을 들 수 있다. 해당 문제를 다른 분야인

예술이나 과학 또는 기술에 있어서의 알려진 사실과

비교하는 직접적 유추이다.47) 창조적 사고에 영감을

주는 토대로서 다른 디자인 영역에서 모티브를 가져

오는 것으로 디자인 형태 표현의 요소로서 주제어의

이미지를 상기시키는 화가나 건축가, 예술사조, 대중

문화의 아이콘 등을 유추하여 거기서 보여 지는 시

각적인 코드들로 어휘를 확장, 전이 시키는 특징이

나타났다. 어느 분야든 창의적 진보는 그 분야에 대

한 깊은 지식이 필요하며 책이나 수업을 통해 배운

학문이나 직업에 관한 형식적 지식은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48) 이는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은 물론 다른 영역이나 교양에 대한 폭넓은

이해로 학문 간의 융합, 문화와의 소통을 통해 열린

수 있는 사고 영역이다. 다방면의 폭 넓은 지식과 경

험이 창의적 디자인을 개발하는데 기초가 될 수 있

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통합적, 융합적 교육의 필요성

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끝으로 자연물이나 인공물과 같은 디자인 발상의

근원이 되는 소스(source)가 주제어의 유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키워드와 연관된 시각 이미지들은

실제 디자인된 사례보다는 자연물이나 미술작품에서

찾는 것이 더 새롭고 독창적인 형태로 적용,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49) 주제어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동

물이나 식물 같은 자연물이나 인공물을 통해 주제어

에 가장 적합한 창의적 디자인을 찾아가는 것도 하

나의 특징으로 나타난다.

이상의 유추에 의한 주제어 확장 특징 모형에서

보여 지는 것은 주제어와 관련한 단편적인 언어 나

열로 이해하기보다 서로 유기적이고 다차원적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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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어휘 간 자유결합의 해석 및 분석 특징

동시다발적인 형태로의 이해가 필요하다. 전문분야에

대한 정보 습득과 분석이 선행되어 지는 부분으로

방대한 패션 정보를 펼치고 이를 분석할 수 있는 정

보 분석력이 요구된다.

2. 어휘 간 자유결합
디자인 사고의 전개는 개념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으로 이의 추상화가 창의적 산출에 영향을 크게 미

치며 적절히 추상화 된 개념의 변환(transformation)

과정을 통해 비로소 해결안에 도달하게 된다.50) 일반

적으로 시각적 측면과 디자이너의 사고 전달 의지의

표현이라는 측면에서 디자인 언어들 사이의 관계성

과 연산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51) 주제어로

부터 확장 전이 된 어휘들은 점차 구체화된 단어들

로 세분화 되어 분류되고 나아가 형태도출과 연관될

수 있는 특성들로 정리된다.

유추에 의한 주제어 확장에 의해 나열된 추상, 구

상 단어들은 어휘 간 자유결합 방식을 통해 점차 주

제를 구체화시켜 나가는데 다음 <그림 3>과 같은 방

법적 특징을 보인다.

먼저, 선택한 단어들을 결합하여 문장이나 문구를

만드는 특성을 보인다. 스스로에게 질문에 대한 대답

의 형식으로 어휘들을 결합하고 문장을 만들면서 디

자인 사고를 구체화시켜 나가는 스토리텔링(story-

telling) 방식이다. ‘스토리(story)’와 ‘텔링(telling)’의

합성어로 '이야기하다'라는 의미의 스토리텔링52)은

주제어에서 출발해 확장, 전이된 단어들이 결합되어

디자인으로 최적의 시점을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유

용하게 사용된다. 인간의 감성과 언어적 의미에 호소

하는 스토리텔링은 사건이나 사실에 대한 의사소통

이 아니라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의미에 대한 이야기

나누는 작업을 의미하며 언어를 이용한 조형개념의

확립을 가능하게 하여 창의적인 사고형성과 아이디

어 발상을 위해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53)

어휘들의 결합을 통해 만들어지는 문장이나 문구

는 해석의 과정에서 직렬적 나열과 병렬적 나열의

특성이 나타났다. 하나의 기구에서 두 개 이상의 동

작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과 관계되며 시간적인

순차(sequential)를 의미하는 직렬54)적 나열은 문장

과 문장의 연결이 인과형식으로 이어지면서 그 속에

서 결정적 모티브를 찾아가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나열된 어휘 중에 주제어에 대해 ‘예술과 과학의 결

합’, ‘불균형’, ‘디테일의 요소가 많다’, ‘중첩’, ‘전환’,

‘변환’, ‘무정형의 실루엣’, ‘과장’, ‘절개가 많은’, ‘특이

함’, ‘기이함’,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 등의 연상

어휘를 나열한 피험자는 그 나열된 어휘들 중에 ‘디

테일의 기능이 변형된다.’로 어휘 결합을 통해 문장

을 만든다. 그리고 ‘어떻게’, ‘왜’라는 방법적인 측면과

구체화를 위한 이유를 나열된 어휘에서 다시 가져와

‘디테일의 기능을 변화시켜 실루엣의 변형으로 형태

왜곡을 가져온다.’로 주제를 함축한다. 더 나아가 ‘디

테일을 중첩하고 과장해서 무정형의 실루엣을 만든

다.’는 형식의 순차적인 방법을 통해 디자인을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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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시켜 나가는 것이다.

한편, 여러 개를 나란히 늘어세우는 형식의 병

렬55)적 나열은 어휘 조합에 있어 여러 개의 장치가

동시에 정보를 처리하는 식으로 복수 이상의 개개의

어휘를 열로 배열하여 디자인 곳곳에 적용시키는 경

우이다. 예를 들어 주제어에 대해 ‘앞서나가는’, ‘알렉

산더 맥퀸’, ‘전위예술’, ‘특수소재’ ‘해체’, ‘반항’, ‘사춘

기’, ‘언밸런스(unbalance)', '비틀기’, ‘유머’, ‘과장’ 등

의 연상 어휘를 나열한 피험자는 ‘메탈을 반복한다.’

‘형태를 과장한다’, ‘좌우를 비대칭으로 한다’ 등의 형

태로 나열된 문장을 디자인 부분 부분에 적용시키는

것이다. 순차적이거나 인과적인 개념에서의 사고의

전개이기 보다 선택된 몇 가지 어휘들에 대해 디자

인 구성요소에 그 의미를 반영하여 변형시켜 나간다.

어휘간의 자유결합을 통해 만들어 지는 문장은 선

택이나 강제 결합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강제 결합은

의도적으로 문제와 관련지어 단어를 선택하지 않고

명백한 관계가 없는 두 사물을 짝짓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봄으로써 당연하지 않은 관계로부터 뭔

가를 배우게 해 준다. 반면에 선택 결합은 한 가지

대상이나 아이디어는 임의가 아니라 ‘신중하게’ 선택

한 것을 이용한다는 것이다.56) 주제어의 유추에 의한

전이를 통해 많은 연상 어휘가 나오고 이를 시각화

시켜 디자인으로 끌어내야 하는 경우 필요에 의해

의도적인 선택 결합이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리텔링의 방법적인 측면과 동시에 해석과정을

통해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의 과정도 창의성을 이해

하는 새로운 접근이다.57) 결합된 개념의 해석은 그

범주가 다양하다. 단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속성을

이끌어 내어 해석하거나58) 결합 개념 사이의 주제적

관계로서 해석59)이 가능하다. 사람들은 보통 한두 가

지의 주제적 관계만 반복적으로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는데60) 피험자 개개인의 취향이나 기호품, 직면한

상황, 현재 집중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나

일, 유년시절의 기억 등이 결합 어휘를 선택하고 해

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합 어휘

들의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해석의 틀을 벗어나 시각

적 결과물에 대한 독창적인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좀 더 통합적인 사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 교육 훈련이 요구

된다.

3. 결합 어휘의 가시화
언어적 사고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디자인 개념은

형태, 색채, 재료, 질감에 관한 경험과 미학을 기반으

로 조형적 사고와 디자인 주제와의 관계성을 이끌어

낸다.61) 연상된 어휘를 자유롭게 결합하여 문장으로

스토리텔링하고 이를 의복으로 구체화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시각적 코드를 찾아 이를 바탕으로 한 가시

화 작업이 들어간다. 디자인 능력이나 스케치 능력이

높은 학습자의 경우 다양한 아이디어 발산 후 그 중

에서 수렴적으로 1-3개의 아이디어를 연합 또는 변

형시켜 아이디어를 진화시키는 반면 디자인 능력이

나 스케치 능력이 낮은 학습자들은 다양하게 아이디

어를 발산 후 그 중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아이디어

1개만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62) 실험에 참가한 대

상자 중에서도 디자인 발상 능력이나 표현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피험자의 경우에는 연상 어휘의 수

나 가시화 시킬 대상을 관찰하고 전개하는 것이 단

편적이고 단조로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디자인으로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도 소극적이고 단

조로운 전개를 보였다.

결합 어휘의 시각화는 주제에 대한 피험자의 의도

적 선택으로 그 안에는 주제어에 대한 은유적 메시

지를 내포하고 있다. <그림 4>는 주제어 연상을 통해

나온 어휘들을 문장으로 스토리텔링하면서 여기서

결합된 어휘가 디자인으로 구체화되는 시각화 특성

을 나타낸 것이다.

먼저, 대상의 이미지를 차용 및 변형시키는 경우

이다. 주제어에 의해 발산된 여러 어휘 가운데 최종

선택된 대상 즉, 선택 어휘의 이미지를 주제에 맞게

변형시키는 경우이다. 여기서는 다른 외부에서 대상

을 찾기보다 ‘의복’의 범주 안에서 대상을 선택하고

이를 주제에 맞게 가공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예를 들면 ‘해체적’, ‘기괴한’, ‘파괴적’ 등의

어휘는 ‘한복’이 가지는 단아한 이미지를 ‘파괴적’인

이미지에 적용시켜 형태를 해체, 분리함으로써 기존

의 이미지를 변형시켜 주제에 적합한 디자인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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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결합된 어휘의 시각화 특성

리해 나가는 것을 들 수 있다.

다음은 구상 어휘의 외형적 특징을 디자인에 반영

하는 경우이다. 디자인 전개의 핵심 소스(source)를

외부의 구상체에서 가져오는 경우로 주제어의 의미

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구상체를 선정하고 외형

적인 특징을 분석하여 디자인의 형태를 구성하는데

적용한다. 연상 어휘들 중 ‘과장된’, ‘코끼리’ 어휘를

선택해서 코끼리의 큰 귀, 상아, 주름 진 피부 등의

외형적 특징을 의복의 조형요소에 적용한다. 코끼리

큰 귀를 연상시키는 과장된 소매, 주름을 연상시키는

극한의 턱(tuck)를 잡는 것이 그 예이다. 디테일이나

트리밍, 소재, 컬러 등 다른 조형요소를 체크리스트

하면서 주제에 맞는 디자인을 추출하기 위해 대상의

외형적 변형을 시도하는 경우이다.

창의적 디자인을 평가하는데 있어 구성요소는 형

태와 구조가, 심미성 요소는 형태미의 조화와 내용미

의 시대성 그리고 독특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

타난다고 하였다.63) 실험에서 구상 어휘의 외형적인

형태를 디자인으로 구체화 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으

로 보아 다른 조형요소에 비해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전체 또는 부분의 형태가 디자인 전체를 결정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시각화 대상의 선택에 있어서도 피험자의 취향이

나 기호품, 주변의 자연물이나 인공물, 시대의 유행

아이콘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언어

적 발상법에 의해 아이디어가 생성되지만 결국은 개

개인의 경험과 영감을 통하여 아이디어가 차별화되는

데 이는 언어적 조합법에 의한 아이디어를 시각적으

로 다시 표현할 경우에는 자신의 감각과 경험 및 영

감에 의해 결과물이 달라진다는 연구64)와 유사하다.

디자인의 한 분야인 건축에서 요소(점, 선, 면, 볼

륨)들의 시각적 이미지 처리는 일반적으로 비교(com-

parison)와 변형(transformation)의 두 가지로 나뉜다

고 하였다. 비교는 요소들을 비교하여 서로 어울리거

나 그렇지 않음을 판단하고 유사성의 정도를 측정하

는 것을 말하며, 변형은 이미지의 내용을 바꾸거나

이미지를 재구성하여 초기 이미지의 구조를 바꾸는

변경(alteration)과 초기 이미지의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새로운 이미지를 보강하거나 자세한 이미지로 교

체하는 생성(production)으로 다시 나뉜다.65)66) 이러

한 과정은 패션에서 디자인 구성 요소를 활용하여

대상의 이미지나 형태 특성을 주제에 맞게 비교, 변

형하여 사용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디자인 분야에서의 학문 간의 교류는 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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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어휘를 통한 패션 디자인 발상 전개 과정의 특성

근원을 좀 더 풍성하게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

으리라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내재적, 암묵적 욕구가 외현적

으로 표출되는 경우이다. 무의식이나 경험 또는 학습

에 의해 축적된 기억, 내면적으로 누르고 있는 감정

이나 욕구,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상황 등이 디자인

전개의 구체화 과정에서 표출되어 영향을 미치는 것

이다. 예를 들면 ‘옷을 입는다’를 바쁜 자신의 일상을

돌아보며 착장의 완성이 ‘중간상태’, 즉 착장이 진행

중인 상황을 디자인으로 구체화시키는 경우이다. 피

험자들의 면담 과정에서 자기 내면의 심리적인 상태

를 자연스럽게 표출하고 이러한 감정이 디자인에 반

영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모든

창조물은 주제 여하를 막론하고 작가의 내면이 투영

되어 나타난다. 유명한 디자이너의 컬렉션을 살펴보

면 매 시즌 달라지는 테마에도 불구하고 그들만의

아이덴티티를 가지는데 우리는 이것을 디자이너의

작품세계라고 한다. 자신만의 독특함, 이는 오랜 연

륜은 물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것으로 내

면의 경험이나 지식, 욕구 등이 투영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피험자 자신의 기질적 성향, 주변의 상황이

나 환경이 디자인 구체화의 단계에서 영향을 미친다.

이상의 디자인 전개 과정의 특성으로 살펴 본 결

과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심미적, 기술적 경

험을 습득하는 것은 창의적 디자인 개발을 위한 필

요충분조건이라 할 것이다. <그림 5>는 어휘를 통한

패션 디자인 발상 전개 과정상의 특성을 요약 정리

한 것이다. 유추에 의한 주제어의 확장된 개념이 디

자인으로 가시화되는 과정의 특징적 형태를 통해 실

제 디자인 교육에서 이러한 특성들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연구, 반복된 훈련이 필요할 것이라 여겨진다.

Ⅴ. 결론
창의적인 발상은 실질적인 관점에서 볼 때 참신한

아이디어에 맞는 주제를 찾는 것 보다 주어진 주제

즉 컨셉에 대해 일정한 시간 내에 집중력 있게 아이

디어를 도출 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패션 교육 전문가 10인과 의류학 전공자 10인

을 대상으로 주어진 주제어에 대한 디자인 발상 전

개 과정의 내용을 실험 및 면접을 통해 수집하였으

며 그 특성을 분석하고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추에 의한 주제어 확장의 단계에서는 확

산적 사고를 통해 가능한 한 많은 아이디어가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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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세부적으로 전이되어나가는 특징을 보였다. 여

기서는 일반적 지식 개념이나 디자이너와 그의 작품

특성과 같은 학습된 전문 분야의 지식 어휘, 개개의

취향이나 상황, 어릴 적 기억 등 개인의 문화적 배경

을 반영하는 어휘 가 나타났으며 그 외에 미술이나

건축 같은 다른 예술 분야나 사회문화 현상, 자연물

이나 인공물 등과 관련된 어휘가 나타나는 특성을

보였다. 비일상적인 것에 대해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일반화 시키는 능력은 대상을 다양한 각도에

서 볼 수 있는 융통성 있는 사고에서 시작되며 이는

보다 넓은 세계를 이해하고 대상에 대해 다양한 각

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환경 즉 디자인 훈련이 필요

할 것이다.67)

둘째, 주제어 유추에 의해 확장 나열된 추상, 구상

단어들은 어휘 간 자유결합 방식을 통해 점차 주제

를 구체화시켜 나간다. 나열된 여러 어휘들이 문장으

로 만들어지면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디자인을 구

체화 시키는 작업에 들어간다. 어휘들의 결합을 통해

만들어지는 문장이나 문구는 해석의 과정에서 인과

형식의 순차적 의미를 지니는 직렬적 나열 방식과

여러 개를 나란히 늘어세워 이를 동시에 정보 처리

하는 병렬적 나열 방식을 보인다. 여기에 개인의 취

향이나 기호품, 현재 집중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나 일, 어린 시절의 기억 등이 어휘를 선택하

고 결합, 해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디자인 창작에 있어 발상의 풍부한 원천을

제공하고 이를 창의적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데는 다

양한 분야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필요하며 나아가

이를 창의적으로 융합하여 끌어낼 수 있는 통합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셋째, 주제에 가장 적합하게 접근할 수 있는 어휘

들을 선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가시화 시키는 과정

에서 다음의 몇 가지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최종적으로 선정된 어휘의 이미지를 빌려와 주제에

맞게 변형시키는 경우로 주제를 통해 유추된 여러

어휘들의 의미가 이미지를 변형시키는데 반영되는

것이다. 다음은 시각화 대상 즉, 구상 어휘의 대상이

지니는 외형적 특징을 디자인 요소에 반영하는 경우

이며 끝으로 표면적으로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

다 하더라도 개인의 관심대상이나 상황 및 환경 등

이 디자인 결정의 단계에서 개인의 내재적, 암묵적

욕구의 외현적 표출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디자인을 구체화 시키는 과정에서 대상에 대

한 이미지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안목과 구상

물에 대한 외형적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의상 디자

인에 접목시켜 표현해 보는 실질적 디자인 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어휘를 통한 창의적 패션 디자인 발상 전개 과정

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은 아이디어 확장을 무한으로

넓히고 이를 다시 유기적 인과 관계를 통해 디자인

으로 구체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일련의 내용상 특징

을 발견할 수 있어 실질적 디자인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어휘가 가지는 무한한 창조의

가능성을 패션 디자인 발상의 시작에 둠으로 인해

디자인 전공자나 디자이너의 창작 사고를 확장시켜

양적 증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시각화, 구

체화 시키는 과정에서 결합과 재구성을 통해 질적

산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본 연구는 데이터의 양적 증대를 통해 얻을 수 있

는 추가 결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으로 확대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언어지

향적 디자인 발상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분석

함으로써 좀 더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아이디어 창출

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과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나아가 현실적

감각을 키워 디자인 경쟁력을 갖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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