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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suggests a new idea conception method for creative thinking to develop a creative fashion

design. The common characteristics of the design area,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fashion design, and

idea conception method for creative thinking were analyzed and reviewed to develop a creative fashion de-

sign research model. Based on this, the fashion design research model was planned through an attempt to

graft a new idea conception method on an existing method to utilize the advantage of it suitable for fashion

design characteristics and designated as an idea conception method for a creative fashion design research

model. We developed 10 designs with a full awareness of the research model steps; subsequently, the effec-

tiveness was confirmed through the evaluation phase of the research model that utilized the idea conception

method. This research has significance in that the research model utilizing idea conception method that ra-

rely addressed in precedent research was developed with the idea conception method as a research subject

by drawing the characteristics for an idea conception of fashion design and new approach was tried that

emphasized the advantages of the exist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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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크리에이티브 패션디자인은 디자인의 여러 원리와 발

상법을 활용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재창출하는 전 과정

을 의미한다. 다른 디자인 분야에 비해 패션디자인은 시

즌마다 개발해야 할 신제품의 가짓수가 많은 편이며, 감

각적이고 주관적인 감성이 중요시된다는 특성을 지닌

다. 따라서 패션디자이너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유행

주기에 맞춰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디자인 종류를 개발

해야 하며, 모든 디자인은 소비자에게 선택되기 위해 가

격에 상응하는 새로움과 독창성을 지녀야 한다. 패션디

자인의 이러한 고유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디자인 발상법의 활용이 필요하다.

패션디자인 영역에서 발상법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은

기존의 디자인 발상법을 분석하거나, 사례를 연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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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집중되어 있으며, 패션디자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

존 발상법을 재조합하거나 새로운 발상법을 개발한 사

례, 또 이를 패션디자인 개발에 활용하여 검증한 사례는

없다. 따라서 패션디자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 독창적인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는 발상법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패션디자인 특성에 적합한 디자인 발상법

연구를 위해, 전개과정에서 개인이 쉽게 발상할 수 있

으며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NM법-T형과 시네틱스

를 결합한 새로운 발상법을 연구모델로 개발하고, 이를

실험하여 새로운 발상법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크리에이티브 패션디자인 개발을 위해 기존의

발상법을 새롭게 접목시킨 시도로, 디자인 발상법 개발

의 가능성을 발견한 점, 향후 디자인 발상법의 활용도를

확장하고 다양한 발상법 개발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본 논문의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디자인과 패

션디자인의 개념을 고찰하고 패션디자인의 특성을 도출

한다. 둘째, 디자인 분야와 패션디자인 분야의 선행연구

에 나타난 발상법을 고찰하고 대표적인 발상법을 도출

한다. 셋째, 대표적 발상법 중 패션디자인 특성에 효과적

인 발상법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통해 크리에이티브 패

션디자인 발상법 연구모델을 설정한다. 넷째, 연구모델

을 적용한 크리에이티브 패션디자인을 개발하여 전문가

집단의 객관적인 평가단계를 거친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로서, 디자인 방법론

및 발상법과 관련된 학위논문, 학술지 연구논문, 전문서

적 등을 문헌연구하고, 발상법 연구모델을 설정하여 디

자인 개발 및 실물 제작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디자인과 패션디자인

인간은 보다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고자 하기 때문에

생활에 유용한 도구를 만들어 사용해 왔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물건들은 사회 속에서 인간이 정신적, 물질적

인 기본 욕구에 의한 활동으로 만들어 낸 것들이다. 디자

인은 인간의 생활 속에서 다양한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사

용하기 위한 물건을 설계나 도안, 계획 등을 통해 조형

적으로 실체화시키는 창조적인 활동으로, 통상적으로

디자인하는 행위의 과정이나 그 과정의 결과 혹은 디자

인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나 상품, 혹은 제품의 형태나 생

김새 등을 가리키기도 한다. 디자인은 시대와 함께 변화

하면서 우리 삶의 질을 높여왔으며, 오늘날에는 편리함

과 기능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오감과 감성적인 부분까

지 만족시키고 있다.

디자인의 범주로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을 갖는

모든 인간 활동의 근본(Choi, 2000)이라 할 수 있어, 입

고 벗는 옷과 장신구에서부터 인테리어, 건축물, 간판,

포스터, 인쇄, 광고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

고 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미지를 실현시키는 것

으로 디자인은, 먼저 조형적으로 작업을 구상하고 이를

계획 및 설계하여 형태적으로 구체화시키고 제작하여

결과물을 이뤄내는 과정이다. 디자인은 순수미술이나

공예와는 달리 기능을 생각하며 시각적으로 보았을 때

미적으로 아름다워야 하고, 생활에 직결되어 사용자와

소비자들에게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어야 한다. 요컨대

디자인은 예술에 기초한 형태와 과학적으로 해결되는

기능의 통합적인 작업이라 정의할 수 있다.

많은 디자인 분야 중에서 패션디자인은 옷과 장신구

에 관한 디자인 분야이다. 패션은 일정한 사회에서 상당

한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자극에 대해 일으

키는 반응으로 사회적 동조현상의 한 형태로서(Han &

Kim, 2014), 특정한 기간과 공간에서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 수용되는 행동양식인 패션은 주기적으로 변화의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유행에 민감하고 빠른 속도로 변

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고 독창적인 제품을 출시

해야 한다는 모든 디자인의 공통적인 과제는 특히 패션

디자인에 있어 중요하다. 변화 주기도 짧지만, 한 번에 제

시해야 하는 디자인의 수도 많은 편이므로 새로운 변화

를 위한 창의적인 사고와 그 사고로부터 표출되는 독창

성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나아가 패션디자인에는 경제

성, 합목적성 등의 여러 조건들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합

리적인 계획이 필요하여, 이러한 것을 다 종합하는 문제

해결의 과정(Kwon & Kim, 2013)이라 할 수 있다.

2. 크리에이티브 패션디자인의 특성

오늘날의 패션디자인은 소비자의 취향과 개성에 따

른 차별성이 중요하며, 사회적 지위, 자아 정체성의 표

현, 즐거움에 대한 욕구와 같은 세밀하고 민감한 부분

까지 고려해야 한다. 크리에이티브 패션디자인은 단 하

나밖에 없는 독특함, 유일함보다 디자인의 기존 요소를

결합하고 또 여러 가지 발상법을 활용, 부가하여 변형된

새로운 디자인을 재창출하는 디자인의 전 과정(K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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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으로서, 패션디자인 고유의 특성을 포함하지만 디

자이너 개인의 주관적인 감성에 따른 창의적인 사고와

발상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크리에이티브 패션디자인

을 위한 디자이너의 창조성은 창의적인 발상 훈련을 통

해 이룰 수 있으며, 여기에는 소비자의 요구를 체계적으

로 분석할 수 있는 사고력과 이를 조형적으로 표현하는

감각이 포함되어야 한다.

크리에이티브 패션디자인을 위한 특성은 다음과 같

다. 우선, 새로움을 추구하는 기본 조건으로서 독창성이

필요하다. 특히 패션은 인체에 착용되면서 착용자의 만

족감과 아름다움을 표현해야 하므로 움직이는 인체와의

밀접한 관계를 잘 고려하면서 창의적인 제품을 창조하

기 위해서는 독창적인 사고가 요구된다. 둘째, 패션디자

인은 유행의 주기가 무척 빠르고 한 번에 제시해야 하는

디자인의 양이 많아 다양성이 요구된다. 셋째, 패션디자

이너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문화적 맥락의 흐름을 민

감하게 파악하고, 시대, 계절, 유행에 적합한 디자인을

독창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디자인 문제의 해결과정에는

디자이너 개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므로 개인성이

요구된다. 독창성, 다양성, 개인성이라는 특성은 유용성,

규칙성과 함께 추구되어야 효율적이다. 소비자에게 최

종 선택되어야 하는 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으며, 콘셉

트가 지닌 제한이나 규칙에 집중한 결과물일수록 기획

단계에서 설정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기 때문

이며, 패션은 그러한 목적을 벗어난다면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잃기 때문이다.

이로써 패션디자인의 개념 고찰을 통해 패션디자인

특성에 적합하며 크리에이티브 패션디자인을 위한 발상

에 도움이 되는 필요 요소가 논의되었으며, 그 결과는 독

창성, 다양성, 개인성, 유용성, 규칙성의 다섯 가지이다.

III. 연구방법: 발상법 연구모델 설정

본 장에서는 크리에이티브 패션디자인 개발을 위한

연구방법으로서, 대표적인 디자인 발상법을 고찰하고

그 중 패션디자인 특성에 맞는 발상법을 도출하여, 연구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개발된 연구모델의 실험

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국제공모전을 모색한다.

1. 디자인 발상법 도출

우선 패션디자인 특성에 적합한 발상법을 도출하기

위해 발상법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200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발상법에 관한 학위논문과 전문서적을 고찰한

결과, 디자인 발상법과 방법론에 관한 학위논문은 50여

개가 있었으며, 이 중 발상법을 분석 및 개발한 연구들

을 기준으로 디자인 분야 학위논문 4편, 패션디자인 분

야 학위논문 5편, 발상법에 관한 서적 2권을 연구대상으

로 정하였다. 디자인 분야의 발상법 분석 및 개발연구로

는 Park(2009), Park(2010), Han(2011), Cho(2013)의 학위

논문이, 패션디자인 분야의 연구로는 Choi(2001), Kong

(2003), Oh(2009), Kim(2014), Kim(2016)의 학위논문이,

발상법 문헌으로는 Takahashi(1993/2003)와 Nagata(2009/

2011)의 디자인 발상법 서적이 채택되었으며, 해당 문헌

에서 논의된 발상법의 빈도수에 따라 브레인스토밍(Bra-

instorming), 브레인라이팅(Brainwriting), KJ법(KJ met-

hod), 시네틱스(Synetics), 체크리스트(Checklist), NM법

(NM method), 형태분석법(Morphological analysis), 희망

열거법(Hope list), 결점열거법(Bug list), 고든법(Gordon

technique) 등 총 10개의 대표적인 발상법이 도출되었다

(Table 1).

대표적 발상법이 가지는 특성을 고찰하고, II장에서 고

찰한 패션디자인의 특성에 부합하는 내용을 분석한 결과

로서, 브레인스토밍에서는 다양성, 유용성, 규칙성이, 브

레인라이팅에서는 다양성, 유용성, 규칙성이, 또 KJ법에

서는 유용성과 규칙성이 확인되었다. 한편 시네틱스에서

는 독창성, 다양성, 유용성, 규칙성이, 체크리스트에서는

개인성, 규칙성이 확인되었으며, NM법에서는 독창성,

다양성, 개인성, 유용성, 규칙성이 모두 확인되었다. 형태

분석법에서는 개인성과 규칙성이, 희망열거법에서는 독

창성과 다양성, 규칙성이 확인되었으며, 결점열거법에

서는 유용성과 규칙성이 확인되었고 고든법에서는 독창

성, 다양성, 유용성, 규칙성이 확인되었다.

크리에이티브 패션디자인을 위한 발상의 다섯 가지

특성인 독창성, 다양성, 개인성, 유용성, 규칙성에 모두

해당하는 발상법으로 NM법이, 개인성을 제외한 네 가지

특성이 나타난 발상법으로는 시네틱스와 고든법이 고찰

되었다. 발상법과 패션디자인 특성의 관계성 고찰의 결

과는 <Table 2>와 같다.

2. 연구모델 설정

본 연구는 크리에이티브 패션디자인 개발을 위한 발

상법 개발을 위해, 패션디자인 특성과 유의한 관계를 가

지는 NM법과 시네틱스, 그리고 고든법 중 NM법의 유

추 발상을 극대화시키는 과정에서 유추를 이용하는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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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dea conception method of preceding research

Field Researcher Idea conception method Frequency

Design

field

thesis

Park,

E. B

Brainstorming, SCAMPER, Synetics, Mind-map, Checklist, Bug list, Hope

list, Matrix, Attribute listing, Gordon technique, Morphological Analysis,

Brainwriting, PERT, KJ method, Equivalent transformation, NM method

Brainstorming (11)

Brainwriting (8)

KJ method (9)

 SCAMPER (5)

Synetics (12)

Mind-map (7)

Matrix (6)

Checklist (8)

NM method (10)

Morphological analysis (12)

Attribute listing (5)

Attribute listing technique (5)

5W1H (5)

Hope list (8)

Bug list (10)

Gordon technique (8)

PERT (4)

Bionix (4)

SET method (2) 

Equivalent transformation (4)

Catalog (5)

Park,

S. J.

Brainstorming, Brainwriting, Mind-map, Checklist, SCAMPER, 5W1H,

Matrix, Bug list, Hope list, Matrix, Attribute listing, Synetics, NM method,

Bionix, KJ method, PERT

Han,

A. R.

Brainstorming, SCAMPER, Synetics, Mind-map, Checklist, Mindstorming,

Highlighting, TRIZ, Gordon technique, Morphological Analysis, Brain-

wirting, PERT, KJ method, NM method

Cho,

J. H.

Brainstorming, SCAMPER, Synetics, Mind-map, Checklist, Bug list, Hope

list, Matrix, Attribute listing, Gordon technique, Brainwriting, Mindstorm-

ing, PERT, Equivalent transformation, NM method, 5W1H, SET method,

Catalog, Free Association method

Fashion

design field

thesis

Choi,

Y. 

Brainstorming, Braingwirting, Gordon technique, Trigger, Catalog, Synet-

ics, NM method, Equivalent transformation, Attribute listing technique,

Bug list, Hope list, Form combination method

Kong,

M. S.

Morphological Analysis, Transform method, List method, Attribute listing

technique, Catalog, Gordon technique, SET, Synetics, Equivalent transfor-

mation, Hope list, Bug list, KJ method, NM method, 5W1H, Matrix, BS

method, Input-output method

Oh,

N. R.

Bug list, Hope list, List method, Morphological Analysis, KJ method, Ma-

trix, 5W1H, Catalog, NM method, Gordon technique, Synetics, Equivalent

transformation, Input-output method, NM method, Attribute listing techni-

que, Lateral thinking method

Kim,

S. H.

Brainstorming, KJ method, Lotus method, Morphological Analysis, Mat-

rix, Attribute listing technique, Bug list, Hope list, 5W1H

Kim,

M. J.

Brainstorming, Gordon technique, Synetics, Attribute listing technique,

SCAMPER

Design idea

conception

method

literature

Takahashi,

M.

Brainstorming, Brainwriting, Morphological Analysis, Checklist, Attribute

listing, Hope list, Bug list, NM method, KJ method, Catalog, Synetics,

Gordon technique, Bionix, PERT, Ming-map

Nagata,

T.

Brainstorming, Brainwriting, Mind-map. Checklist, KJ method, NM me-

thod, Synetics, Bionix, Bug list, Hope list, Morphological Analysis

Table 2. Idea conception method and fashion design characteristics

Idea conception

method
Inventor

Fashion design characteristics

Creativity Diversity Individuality Utility Regularity

Brainstorming Alex F. Osborn ● ● ●

Brainwriting Holliger ● ● ●

KJ method Gawakita Ziro ● ●

Synetics W. Gorden G. Prince ● ● ● ●

Checklist V. B. Probst ● ●

NM method Nakayama Masakaz ● ● ● ● ●

Morphological analysis Fritz Zwicky ● ●

Hope list H. Point ● ● ●

Bug list H. Point ● ●

Gordon technique W. Gordon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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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발상법인 시네틱스를 결합하여 새로운 연구모델을

설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NM법과 시네틱스를 각각 고찰

하고, 연구모델을 설정한다.

1) NM법

NM법은 1970년경 일본의 창조공학연구소 소장인 나

카야마 마사가스(Nakayama Masakazu)가 고안한 발상

법이다. NM법의 명칭은 고안자 이름의 영문 머리글자

(N: 나카야마, M: 마사가스)를 딴 것이다. NM법은 유추

발상법으로 주제가 떠오를 때 먼저 주제의 본질을 키워

드로 나타내며 키워드에서 연상된 유추 예시를 기본으

로 아이디어를 발상하는 기법이다. NM법은 문제를 푼

다기보다는 무의식이나 이미지가 우선인 기억계의 우반

구를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즉, NM법을 실

습해 두면 현장에서 새삼스럽게 NM법 등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아이디어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다

(Takahashi, 1993/2003). NM법의 고안자인 나카야마 마

사가스는 NM법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도 필요

하지 않다고 말했는데, 실제로 NM법은 한번 익숙해지면

반드시 순서대로 하지 않아도 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 따

라서 아이디어의 발상을 넓히고 사고 유연성을 키우는

훈련으로도 활용된다.

NM법에는 T, H, A, S형의 4가지 유형이 있다. T형은

소프트한 주제에 적용하는 힌트 기법이고 H형은 제품개

발과 개량을 목적인 기법이며 A형은 공간배치를 위한

기법, 그리고 S형은 스토리 제작을 위한 기법이다. 그러

나 그동안 제품개발을 위해 NM법의 H형이 많이 활용되

었다면, 최근에는 신제품 개발과 같은 하드웨어 생산에

있어서도 NM법의 T형을 많이 적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NM법의 T형은 다카하시 히로시(Tagahasi Hirosi)가 소

프트웨어 지향의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NM법을 보완하

여 제시한 방법으로, 그의 이름 첫 글자를 추가하여 NM-

T형(T: 다가하시)이라는 명칭을 부여한 것이다. NM법의

T형의 전개의 순서는 테마를 정하는 테마 설정 단계, 테

마에서 주제의 키워드를 찾는 키워드 결정 단계(KW), 키

워드에서 적절한 유추 예시를 찾는 유추 발상 단계(QA),

유추 예시에서 유추의 특징을 찾는 유추 배경 발상 단계

(QB), 유추 특징을 주제에 연결시켜 콘셉트를 정리하고

아이디어를 발산하는 콘셉트 발상 단계(QC), 아이디어

발상에서 정리한 콘셉트에 따라 디자인 전개 단계(De-

sign)이며, 이는 <Table 3>으로 정리될 수 있다.

2) 시네틱스

시네틱스는 언뜻 보기에 서로 관련이 없는 것 같은 요

소를 연결하는 의미의 그리스어를 어원으로 하는 신조어

(Takahashi, 1993/2003)이다. 시네틱스는 1994년 윌리엄

고든(William Gordon)이 고안해 낸 발상법으로 유추를 기

본으로 하는 발상법이며 어떤 사물이나 테마에 대해 발

상할 경우 그 과제와 본질적으로 유사한 것이 무엇인가

를 찾아내서 그것을 힌트로 아이디어를 전개시켜나가는

방법이다.

시네틱스는 어떠한 경우에서든 자신의 테마나 주제

에서 본질적으로 비슷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기법으

로, NM법이나 고든법과 함께 유추 발상법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시네틱스는 문제제시, 전

문가의 분석과 해설, 해결시안의 발상, 해결목표의 설

정, 유추의 질문, 유추 발상, 유추의 선택, 유추의 검토, 강

제 적합, 해결책 작성의 순서로 진행되며, 이 중 유추 발

상은 의인 유추, 환상 유추, 직접 유추, 상징 유추로 세분

된다. 의인 유추는 ‘나’ 또는 ‘테마’가 과제 혹은 문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에 완전히 일치시키는 발상이며, 환

상 유추는 자신을 문제나 테마로 가정하여 가능한 세계

Table 3. NM method - T type

Step NM method - T type development

① Theme Decide a theme with no limits.

② Keyword
(KW)

Express keywords with a verb or adjective after studying roles of a theme and understanding what

characteristics and status are ideal.

③-a Question Analogy
(QA)

Present the analogy from keywords - more than ten analogies per each keyword.

③-b Question Background
(QB)

Create analogical backgrounds per each analogy making a sentence on the card about an element

implied in the analogy.

④ Question Conception
(QC)

Develop free ideas and set up the concept connecting the theme with its analogical backgrounds.

⑤ Design Create designs according to the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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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최상의 것을 상상하는 방법이고, 직접 유추는 두 사

물이나 개념, 아이디어, 현상 간의 직접적인 비교를 하여

발상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상징 유추는 두 대상물

간의 관계를 기술하는 과정에서 상징적인 것을 활용하는

유추법이다.

3) 연구모델: NM법(T형)과 시네틱스의 결합

본 연구는 패션디자인의 특성에 적합하고 단계의 완

성도가 가장 높은 NM법의 T형 단계에서 시네틱스를 결

합하여 연구모델<Fig. 1>을 설정하였다. 패션디자인 특

성 다섯 가지에 모두 해당되는 발상법으로서 NM법은,

패션디자인 특성 네 가지에 해당되는 고든법, 시네틱스

와 마찬가지로 유추 발상법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NM

법의 4가지 유형 중 소프트한 주제에 적합하고 전개과

정이 간편한 NM법 T형을 우선 정하고, NM법 T형의 유

추 발상 단계에서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법으로

서 시네틱스를 적용함으로써 NM법이 가지는 유추의 특

성을 심층적으로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연구모델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테마 설정(Theme)

테마를 설정하는 단계로 주어진 테마가 있는 경우도 있

고 임의로 설정하는 경우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6

AOF 공모전>의 주제인 ‘UNEQUAL’로 테마를 설정한다.

② 키워드 결정(KW-Keyword)

연상을 위한 단계로 테마를 검토하여 키워드를 동사,

형용사로 나타낸다.

③ 유추 발상(QA-Question Analogy)

결정된 키워드에 대한 유추 발상을 시네틱스로 한다.

③-a 시네틱스(Synetics)

시네틱스의 의인 유추, 환상 유추, 직접 유추, 상징 유

추를 적용한다. 각 유추당 약 10개의 발상을 이끌어내며

그 중 구체적인 2~3개를 골라 그림으로 컬러풀하게 그

린다.

③-b 유추 배경 발상(QB-Question Background)

표현된 유추의 구조나 요소를 알아본다. 유추 속에 포

함되어있는 요소를 카드에 문장으로 기입하여 붙인다. 1개

의 QA에 대해 10~20개 정도의 유추 배경을 고안한다.

④ 콘셉트 발상(QC-Question Conception)

유추 배경(QB)과 테마를 연결시키거나 유추 배경을

직접 아이디어로 활용하여 얻은 콘셉트를 유효하게 조

립시킨다.

⑤ 디자인 전개(Design)

유추 배경(QB)에서 발견한 구조나 요소 등을 테마에

연결시켜 해결을 위한 콘셉트를 구현해 나간다. 각각의

유추 배경을 힌트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많이 착상하

여 콘셉트에 적합한 디자인 전개를 진행한다.

3. 평가도구 설정

본 연구는 앞에서 설정한 연구모델을 평가하기 위한

간접적 방법으로서, 연구모델을 적용하여 개발된 패션

디자인을 <AOF 국제패션공모전>에 응모하여 심사를 받

Fig. 1. Research model: NM method (T type) and Synetics comb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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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AOF 국제패션공모전>은 미국 샌프란시스코(San Fr-

ancisco)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아트 오브 패션 재단(The

Arts of Fashion Foundation)’이 전 세계의 대학생과 대학

원생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대회이다. AOF는 매년 온라

인 홈페이지에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의미를 함축하는

하나의 단어로 구성된 테마를 발표하는데, 응모자는 제

시된 테마에 대한 저마다의 해석을 바탕으로 포트폴리

오를 설계하여 기한에 맞추어 제출해야 한다. 포트폴리

오는 테마를 해석한 콘셉트 무드보드와 설명, 콘셉트에

따른 디자인 3점, 디자인을 설명하는 도식화와 디자인

에 어우러지는 소재와 부자재 등으로 구성된다. 포트폴

리오 제출기한은 매년 4월 1일이며, 5월에 진행되는 1차

포트폴리오 심사를 통해 50명의 입선자가 선정된다. 입

선자는 이미 제출한 3개의 디자인 중 2개 착장을 실물로

제작하여 10월에 진행되는 2차 실물 심사를 받는다. 2차

심사인 패션쇼가 진행되기 전에 심사위원들은 실물 작

품을 충분히 검토하여 5명에서 8명 사이의 수상자를 결

정하는데, 이때 순위를 가리기보다는 각기 다른 상을 수

여하여 4주 또는 3개월간의 국제적 디자이너 하우스 인

턴십과 공방에서의 체험, 방학 기간 동안 진행되는 워크

숍 수강 등의 실질적 경험을 제공한다. 이는 독창적 패션

인재의 양성을 위해 패션산업과의 다양한 협업으로 패

션전공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려는 재단의

설립 취지에 따른 것이다.

IV. 크리에이티브 패션디자인

발상법 연구

1. 연구모델을 적용한 디자인 개발

연구모델을 적용하여 크리에이티브 패션디자인을 개

발하였으며, 그 과정은 <Table 4>와 같다.

① 테마 설정(Theme)

<2016 AOF 공모전>의 주제인 ‘UNEQUAL’을 본 디

자인 개발의 테마로 설정하였다.

② 키워드 결정(KW-Keyword)

연상을 위한 단계로 테마를 검토하여 동사나 형용사

의 키워드를 찾기 위해 마인드맵 작업을 하였다. ‘UNE-

QUAL’이라는 테마를 검토한 결과 대표적인 키워드로

서 Gender, Prejudice, Skin, Money, Part, Society, Seed 등

이 도출되었으며, 이 중 테마에 가장 근접하다고 생각되

는 ‘Lookism’을 본 실험의 서브 테마로 정하여, 키워드

결정 작업으로 구체화시켰다.

③ 유추 발상(QA-Question Analogy)

연구모델에 사용된 NM법 T형에서 키워드(KW)로부

터 떠오르는 유추를 추출하는 단계로 1개의 키워드에

대해 10개 이상씩 유추하였다. 이 유추 발상(QA) 단계에

서 시네틱스의 4가지 유추 발상을 접목시켜 결합하였다.

③-a 시네틱스(Synetics)

연구모델의 두 번째 단계로 시네틱스 유추 과정을 결

합하였으며 1개의 키워드에 의인 유추, 환상 유추, 직접

유추, 상징 유추의 4가지 유추를 통해 10개씩 발상을 도

출하였다. 의인 유추로는 ‘인어가 되고 싶은 물고기’, 환

상 유추로는 ‘풍선처럼 터질 것 같은 가슴’, 직접 유추로

는 ‘화장품으로 변신하는 외모’, 상징 유추로는 ‘성형수

술로 고치는 외모’로부터 유추하였으며, 그 중 구체적인

것 2~3개 이상을 골라내어 컬러풀하게 그렸다.

③-b 유추 배경 발상(QB-Question Background)

유추 배경 단계는 유추의 특징을 찾기 위하여, 표현된

유추의 구조나 요소를 알아보는 단계이다. 유추 속에 포

함되어있는 요소를 카드에 문장으로 기입하되, 1개의 유

추(QA)에 대해 10~20개 정도의 유추 배경(QB)을 발상하

였다.

④ 콘셉트 발상(QC-Question Conception)

연구모델의 콘셉트를 발상하는 단계(QC)에서는 콘셉

트를 정하여 다음 단계인 디자인 전개과정을 순조롭게

해야 한다. 앞서 유추 배경에서 발견한 구조나 요소 등을

테마에 연결시켜 해결을 위한 콘셉트를 구현해 나갔다.

각각의 유추 배경을 힌트로 브레인스토밍을 전개하는

요령으로 자유분방하게 아이디어를 많이 착상해야 하므

로 유추 배경과 테마를 연결시키거나 유추 배경을 직접

아이디어로 활용하여 얻은 콘셉트를 유효하게 조립시켜

해결안으로 정리한 발상 작업을 하였다. 또한 이러한 콘

셉트가 독창적이고 명확하게 나타나는 무드보드를 제작

하였다.

⑤ 디자인 전개(Design)

콘셉트 발상의 결과인 무드보드에 따라 디자인을 개

발하고 드로잉 작업으로 나타내었다. 이 때 옷의 구성을

조합하여 구체적으로 드로잉하였으며, 하나의 옷에는

앞, 뒤, 옆면의 디자인 드로잉을 자세하게 표현하였다.

디자인 전개의 결과로서 총 10점의 디자인 작품이 도출

되었다(Table 5). 각각의 디자인은 ‘Lookism’에서 발견

한 콘셉트를 다각도로 해석하여 진행한 것이며, 인체에

주목하여 테일러링 구성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실루엣

으로 나타내고자 하였다. 각각의 작품에 대한 조형적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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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search model process

Work

① Theme ② Keyword ③-a Synetics

③-a Synetics ③-b Question Background

④ Question Conception ④ Question Conception: mood board

⑤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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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Table 6>으로 정리되었다.

작품 ①의 드레스는 이상적인 인체의 실루엣을 구성선

과 상침선으로 표현한 디자인이다. 작품 ②는 인체를 왜

곡시키는 코르셋 아이템을 현대적으로 변형한 디자인

으로, 언더 티셔츠의 소매에는 디지털 프린팅으로 신체

사이즈를 표현하였다. 작품 ③은 오버사이즈 재킷과 팬

츠의 내부에 이상적인 실루엣을 나타내는 절개선과 주

름을 구성한 디자인이다. 작품 ④는 코르셋을 드레스로

변형한 디자인으로 안에 입은 오버사이즈 핏의 넉넉한

티셔츠와 대조를 이루도록 하였다. 작품 ⑤는 투피스 형

태의 디자인으로 단순화시킨 테일러링으로 콘셉트에 따

른 이상적인 인체를 곡선으로 단순하게 표현하였다. 작

품 ⑥은 오버사이즈 형태의 보트 넥 드레스로 이상적인

형태의 내부 드레스가 돋보이도록 외부 드레스는 아래

로 처지게 디자인하였다. 작품 ⑦은 가슴선에 배치되는

칼라를 독특하게 구성한 점퍼와 밑단 절개선에 변화를

준 팬츠 디자인이다. 작품 ⑧은 인체를 조이는 단단한 코

르셋 속에 오버 핏의 절개된 탑을 레이어링하고, 흘러내

릴 것 같은 고리 바지를 두 겹으로 나누어 조합한 것이

다. 작품 ⑨의 투피스 재킷과 팬츠는 디자인 선을 상침으

Table 5. Design development

Item Design development

Fashion

illustration

Flat

ske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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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Figurative feature of design

Design explanation Item Silhouette Material / Color Technique
Fashion

illustration
Flat sketch

Design

①

A design with

a perforated line for

an ideal body

silhouette

Dress

Sophisticating

harmony of

a design line in

an oversized

form

Main material - Crepe

(Polyester 100%) /

Main color - Indian pink,

Sub color - Beige, Skin

Stitch

embroidery

technique

Design

②

A corset design

variation distorting

a female body with

digital textile printing

Corset,

Top,

Pants

A design line

in a tight form

Main material - Crepe

(Polyester 100%),

Sub material - Tricot (Nylon

75%, Polyurethane 25%) /

Main color - Indian pink,

Sub color - Beige, Skin

Stitch

embroidery

technique,

Digital

printing

Design

③

An ideal silhouette

with a design line

around an oversized

jacket and pants

Jacket,

Pants,

Leggings

Sophisticating

harmony of

a design line in

an oversized

form

Main material - Crepe

(Polyester 100%),

Sub material - Tricot (Nylon

75%, Polyurethane 25%) /

Main color - Indian pink,

Sub color - Beige, Skin

Stitch

embroidery

technique,

Digital

printing

Design

④

A corset design

variation transformed

into a dress contra-

sting an oversized

fit of the t-shirt

Top,

Dress

A design line in

an oversized

form

Main material - Crepe

(Polyester 100%),

Sub material - Oxford (Cotton

100%), Polyurethane 25%) /

Main color - Indian pink,

Sub color - Beige 

Stitch

embroidery

technique

Design

⑤

 Two piece design-

simplified tailoring

concept expressing

an ideal body

silhouette

Jacket,

Pants

Sophisticating

harmony of

a design line in

an oversized

form

Main material - Crepe

(Polyester 100%),

Sub material - Oxford (Cotton

100%), Polyurethane 25%) /

Main color - Indian pink,

Sub color - Beige 

Stitch

embroidery

technique

Design

⑥

Oversized boat neck

dress with relaxing

fit to emphasize the

ideal design line

Dress

Sophisticating

harmony of

a design line in

an oversized

form

Main material - Crepe

(Polyester 100%),

Sub material - Oxford (Cotton

100%), Polyurethane 25%) /

Main color - Indian pink,

Sub color - Beige 

Stitch

embroidery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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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강조한 것이며, 작품 ⑩의 오버사이즈 드레스는 여

성의 아름답고 날씬한 S형의 실루엣을 나타내고자 실루

엣과 대비되는 내부 구성선을 강조한 디자인이다. 작품

⑩의 오버사이즈 형태의 드레스는 여성의 아름답고 날

씬한 S형 실루엣을 나타내고자 실루엣과 대비되는 선의

구성을 디자인하였다.

전체 작품의 실루엣은 오버사이즈 형태로서 실루엣과

대비되는 디테일과 디자인을 이루는 구성선이 다양하게

나타나도록 하였다. 전체 작품의 메인 컬러는 인체를 연

상시키는 인디언 핑크이며 서브 컬러는 베이지와 핑크

이다. 메인 소재로는 크레이프를, 서브 소재로는 옥스퍼

드와 트리코트를 사용하였다. 또한 상침과 디지털 프린

팅으로 콘셉트 표현을 구체화하였다.

2. 연구모델 평가

연구모델에 대한 간접적인 평가를 위해 연구모델에 따

라 개발된 디자인 결과물 중 콘셉트를 잘 살린 디자인

3점(디자인 ①, ③, ⑧)을 선별하여 <AOF 국제패션공모

전>에 출품,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2016년 4월 1일, 디자인을 포함한 포트폴리오

를 샌프란시스코 AOF 재단 본사로 우편접수하였다. 포

Table 6. Continued

Design explanation Item Silhouette Material / Color Technique
Fashion

illustration
Flat sketch

Design

⑦

A jumper with

a unique collar com-

position around

a female chest area

& pants with slits

at bottom leg

Jumper,

Pants

A design line

in an oversized

form

Main material - Crepe

(Polyester 100%),

Sub material - Oxford (Cotton

100%), Polyurethane 25%) /

Main color - Nude pink,

Sub color - Beige 

Stitch

embroidery

technique,

Digital

printing

Design

⑧

Over fit slit top

in the corset for an

ideal body & pants

design with two

layers of tights

Corset,

Top,

Pants

A design line

in an oversized

form & tight

silhouette

Main material - Crepe

(Polyester 100%),

Sub material - Oxford (Cotton

100%), Polyurethane 25%) /

Main color - Indian pink,

Sub color - Beige 

Stitch

embroidery

technique,

Digital

printing

Design

⑨

Two piece type

jacket & pants with

a stitch design line

Jacket,

Pants

Sophisticating

harmony of

a design line in

an oversized

form

Main material - Crepe

(Polyester 100%) /

Main color - Beige

Stitch

embroidery

technique,

Digital

printing

Design

⑩

Oversized dress

line contrasting

a slim line

silhouette of

a female

Dress

A design line

in an oversized

form

Main material - Crepe

(Polyester 100%) /

Main color - Nude pink,

Sub color - Beige 

Stitch

embroidery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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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폴리오는 AOF 공모전의 기준에 따라 A4 사이즈 규격

의 콘셉트 무드보드 1장, 콘셉트에 따른 작품 3점의 스

타일화 1장, 각각의 디자인 스타일화 3장, 각각의 디자

인 도식화 3장, 100단어 이내로 작성된 콘셉트 설명 1장,

디자인에 적용할 소재보드 1장 등 총 10장으로 구성되

었다. 2016 AOF 공모전에는 29개 국가, 112개 학교의

346명이 참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둘째, 2016년 5월 6일, 멕시코의 University of Monte-

rrey(UDEM)에서 포트폴리오 심사가 진행되었다. 심사

위원은 총 9명으로 AOF 재단의 대표인 나탈리 듀세(Na-

thalie Doucet)를 비롯하여 콜롬비아(Academia Superior

de Artes & Colegiatura Colombiana), 멕시코(Universidad

de Monterrey), 중국(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페루(Toulouse Lautrec Instituto de Diseno), 미국(Univer-

sity of North Texas), 폴란드(Krakow School of Art & Fa-

shion Design), 한국(Daegu University), 포르투갈(Univer-

siadade do Minho)의 교수들로 구성되었다.

셋째, 2016년 5월 7일, 최종 선정된 50명의 입선자 명

단이 AOF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으며, 본 연구의 연구모

델을 통한 디자인 개발 결과물이 선정되었음을 확인하

였다. AOF는 콘셉트 해석이 독특하고 개성이 뚜렷한 디

자인에 주목했다는 평가기준을 들며, 혁신적 실루엣과

기술적 제작과정이 조화로운 디자인, 예술성과 독창성

이 있는 디자인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본 연구

에서 개발된 발상법 연구모델의 유효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3점의 디자인 중 2점을 실물 제작하여,

2016년 10월 2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패션쇼에

참가하였다(Fig. 2).

V. 결 론

본 연구는 크리에이티브 패션디자인을 위해 디자인의

기초가 되는 창의적 사고를 위한 발상법 활용에 대해 연

구하였다. 우선 패션디자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크리에

이티브 패션디자인을 위한 발상에 필요한 요소를 찾아

내어 기존의 발상법을 새롭게 접목시킨 시도로서 디자인

발상법의 실험 및 개발의 가능성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디자인 분야의 공통적인 특성

과 패션디자인의 고유한 특성을 고찰하였으며 이를 토

대로 패션디자인 발상에 필요한 독창성, 다양성, 개인성,

유용성, 규칙성의 5가지 특성을 도출하였다. 또한 패션

디자인 발상에 적합한 발상법을 도출하기 위해 발상법

을 분석 및 개발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으며, 그 중

디자인 영역의 학위논문 4편과 패션디자인 영역의 학위

논문 5편, 디자인 발상법에 관한 문헌 2권에 나타난 발

상법의 특성과 빈도수를 도출하였다.

대표적인 발상법으로 나타난 브레인스토밍, 브레인라

이팅, KJ법, 시네틱스, 체크리스트, NM법, 형태분석법,

희망열거법, 결점열거법, 고든법 등 10가지 중 패션디자

인 발상에 필요한 특성에 유의한 발상법으로 NM법을 확

인할 수 있었고 NM법의 4가지 유형 중 소프트한 주제

에 적합하고 전개과정이 간편한 NM법 T형의 두 번째

단계에서 시네틱스를 결합하여 연구모델을 설정하였다.

발상법을 활용한 연구모델의 단계를 숙지하여 총 10점

의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연구모델의 신뢰도를 얻고자

국제패션공모전인 AOF의 심사를 통해 유효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패션디자인은 인체라는 변수가 적용되기 때문에 특별

한 디자인에 속하며 창조성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성공

적인 패션디자인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선택

되어야 하는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미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해야 한다. 즉, 크리에이티브 패션디자인을 위해 디

자인의 기초가 되는 창의적인 사고와 발상에 초점이 맞

추어져야 한다. 크리에이티브 패션디자인 발상을 위한

Fig. 2. 2016 AOF fashion show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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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으로는 창의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독창성, 한 번에

제시해야 하는 디자인의 수가 많아야 하므로 다양성과

개인 디자이너가 수행해야 하는 개인성, 감성과 발상과

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유용성과 규칙성이 필요하

다.

연구모델을 통해 디자인 개발을 한 발상법 연구의 결

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디자인 발상법의 관념에서 벗어나 새로

운 발상법을 접목시킨 시도는 발상법의 한계를 두지 않

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둘째, 패션디자인 발상에

적합한 특성을 살펴보고 이에 해당하는 발상법을 도출

하여 창의적인 패션디자인 개발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셋째, 발상법 활용의 새로운 접근은 발상과정에

서 창의성을 길러주고 감성을 자극하여 개인 디자이너

가 수행해야 할 패션디자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며 독

창적인 디자인 결과물을 산출해 내는 데 효과적이었다.

더하여 향후 발상법의 활용이 더욱 풍부해진다면 크리

에이티브 패션디자인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할 것이라 사

료된다. 또한 패션디자인 발상의 여러 사례를 참고하여

패션디자인의 발상에 필요한 특성을 색다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모색한다면, 독창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패

션디자인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제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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