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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산업 분야에서 창의적인 사고에 대한 필요성과 중

요성이 부각되면서 디자인적 사고를 일컫는 디자인 

싱킹(design thinking)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디

자인 과정에서 디자이너가 활용하는 창의적인 전략

인 디자인 싱킹은 전문적인 디자인 관행보다 문제를 

숙고하고, 문제를 더 폭넓게 해결하기 위하여 이용

할 수 있는 접근법으로 산업과 사회적 문제에 적용되

어 왔다(“디자인 싱킹 [Design thinking]”, 2019). 이는 

패션 이미지어(語)의 연상 어휘 분석을 통한

디자인 발상차원에 관한 연구

-클래식, 아방가르드 이미지어를 중심으로-

김 윤 경†

부산대학교 의류학과

A Study on the Dimension of Design Idea through the Analysis

of Words that Remind of Fashion Image Words

-Focusing on Classic and Avant-garde Imaged Language-

Yoon Kyoung Kim†

Dept. of Clothing & Textiles, Pusan National University

Received September 26, 2019; Revised November 22, 2019; Accepted February 9, 2020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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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수많은 관련 정보와 지식, 연상 내용들

을 통찰력을 가지고 잘 수렴해 나가는 디자인 종합

(design synthesis)으로 창의적인 문제해결 방법의 하

나로 주목받고 있다(Kolko, 2010). 끊임없이 변화를 

이끌어가야 하는 패션 분야에서는 다른 산업의 기능

과 문화, 지식과의 결합을 통해 수평적인 다양성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

는 시도가 필요하며 여기에 많은 정보와 자료를 종합

하는 디자인적 사고는 필요하다. 

패션을 통해 느끼는 다양한 감정이나 느낌은 주

로 형용사 어휘로 표현되며 일반적으로 이를 ‘이미

지(image)’라고 한다. 이미지는 어떤 사물에 대하여 마

음에 떠오르는 직관적 인상을 말하며(“이미지 [Image]”, 

n.d.), 일반적으로 ‘심상’이라는 ‘그림’으로 생각하고 

어려울 때는 ‘문장’으로 떠올린다(C. W. Kim, 2014). 

이미지는 시각적 표상뿐만이 아니라 언어도 포함하

며 어휘로서 떠올리는 이미지는 시각적 대상을 떠올

리는 것에 비해 그 폭과 경계가 자유로워 융합적, 확

산적 사고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특정 이미지에 대한 소통 매개로써 언어가 시각 

이미지에 비해 일관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인간의 정

서 기억 내에서 언어적 연상 작용이 시각적 연상 작

용과 아울러 존재하고 있음을 추정하게 하며 활성화

된 이미지 형식의 정서 기억은 언어로 번역되는 과

정에서 변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Seo, 2010). 연상

(association)은 심리에 있어 하나의 관념이 다른 관념

을 불러일으키는 현상으로 디자인 분야에서는 이러

한 현상이 유추나 은유와 같은 전이적 특성을 통해 

기술되어지기도 한다. 이는 특정 이미지에 대해 다

양한 심상이나 오브제를 연결시켜주고 확장된 영역

과의 관련성으로 의외의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게 한

다. 창의적인 디자인 사고의 방법으로서 유추는 어

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실마리를 제공

해 주는 것으로, 다른 상황에서는 요구를 어떻게 충

족시키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 방법을 보다 분명히 하게 된다(Woo, 1999). 

수많은 이미지들은 패션 분야에서 또 다른 새로운 

디자인 창조를 위한 주제가 되어왔다. 주제에 대한 

디자인 설계 시 개인의 경험이나 기억, 상황, 지식 개

념들이 바탕이 되어 관련 어휘들이 연상되고 이는 최

종적으로 하나의 디자인 결과물로 나오게 된다. 주

제어에 대한 연상 어휘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으나 수

많은 어휘들 속에서 의미 있는 관련성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핵심 차원을 추출해 낸다면 디자인 발상 

소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있다 여

겨진다. 

이에 본 연구는 패션 이미지어에 대한 연상 어휘 

간의 연관성을 살펴 아이디어 결합 과정에 필요한 기

초자료가 될 수 있는 발상차원을 추출하고자 한다. 

먼저 패션 이미지어에 대한 핵심 키워드를 통해 이미

지어를 대표하는 중심성 어휘와 의미의 다양성을 시

각적으로 살펴보았다. 나아가 패션 이미지어에 대한 

연상 어휘들 간의 관련성 정도를 분석하여 수렴적 규

칙을 찾아보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보이는 특징들을 

발상차원으로 추출하여 아이디어 발상에 있어 좀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접근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II.이론적배경

인간은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억 구조 혹은 

경험을 기준으로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며 발상을 

통해 이를 표현한다. 특정 사건이나 대상, 그리고 상

황에 대해 사람들이 가진 개념의 지식 구조는 지식 

표현의 한 형태로 구조화할 수 있다. 발산적 사고 과

정에서 실현 가능성과 상관없이 다양한 가설의 해를 

만든 다음, 수렴적 사고 과정을 거쳐 최선의 해결안

을 도출하는 방법론이 디자인적 사고이다. 발산과 

수렴의 사고 과정을 반복하며 이를 통해 현재 존재하

는 상황과 자신의 경험 등 다양한 변수와 조건들을 

추론하고 종합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한다

(Jung et al., 2018).

상상력에 의해 탄생하는 이미지는 동사로서 ‘상

을 만드는 일’, ‘상을 비추는 일’, ‘상상하는 일’로 변

하게 되면 시각적 표상뿐만 아니라 언어까지도 포함

한다. 언어가 지칭하는 ‘대상’이 이미지의 조직체가 

되며 언어의 대상은 밖에 있는 물리적 이미지일수도 

마음 안에 있는 개념적 이미지일수도 있다. 개념적 

이미지는 기억 속에 심상으로 연결되어 어떤 관념이 

키워드로 주어지면 잇따라 인출되는데 이것을 연상

법칙(the principle of association)이라 한다. 연상은 기

억 이미지를 재생하는 것으로 직관적이고 순수한 관

념적 작용인 상상과 차별화된다. 결국 상상을 키워드

로 해서 연상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Kim &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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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디자인 분야에서는 이러한 연상이 유추나 은유

와 같은 전이적 특성을 통해 기술되어지기도 한다. 

유추(analogy)는 2가지 사물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

을 전제로 한 쪽에서 보이는 성질이 다른 쪽에도 있

을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이다(Hirao, 2009/2011). 은

유(metaphor)는 언어의 비유적인 용법으로 전달할 

수 없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하여 유사한 특성을 가진 

다른 사물이나 관념을 써서 표현하는 어법이다(“은

유 [Metaphor]”, 1995). 은유는 처음부터 언어적이고 

개념적이어서 연상 작용 없이는 불가능하다. 은유는 

언어와 감성 간의 다리역할을 하며 유사성과 대립 등 

두 가지를 이용해서 연상이 이루어지고 대립을 통해 

이연연상(二聯연상: bisociation)을 낳는다(Kim & Choi, 

2011). 이러한 은유는 모두 대상들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성을 바탕으로 발생한다는 공통점으로 유추의 

포괄적 개념에 속한다. 자극어와 반응어 간의 관계

에서 단어연상은 주로 자극어에 대한 ‘연관성’과 ‘하

위개념’을 기준으로 일어난다. 동의어나 상위의 개

념은 주된 연상의 대상이 아니며 연관관계는 계층관

계나 동등관계가 아니면서 상당한 연관이 있는 관계

를 모두 포함한다(Han, 2006). 이는 언어연상이 주제

어에 대한 연관성을 가지면서 포괄적이라 상당히 넓

은 확산적 사고를 유도할 수 있음을 말한다. 

연상 법칙의 일종인 마인드 맵은 다른 기법에 비

해 누구나 간단히 실시할 수 있는 정리법이다. 주제

어에 대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정리할 수 있

고 목적에 맞는 아이디어 도출에 효과적이다. 아이

디어를 받아들이는 새로운 시각이나 콘셉트 발견 등 

다각적 활용이 큰 기법이다(Hirao, 2009/2011). 다원

적인 사고 내용을 방사형으로 가지를 뻗어 핵심어나 

이미지를 펼쳐 나가게 함으로써 확산적, 수평적 사

고뿐만 아니라 논리적 사고도 기를 수 있다(Kang et al., 

1996). 그러므로 마인드 맵을 통한 주제어에 대한 연

상 법칙은 논리적이면서 확산된 사고로 발상에 필요

한 아이디어 키워드를 얻는 데 효과적이다. 주제나 

대상에 대해 서로 다른 기억 구조를 가지고 있어도 

연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확장된 구조 속에서 연관 

법칙을 찾아낼 수 있다면 이는 주제를 떠 올리게 하

는 대표 발상차원이 되는 것이다. 

주제와 관련해 펼쳐진 아이디어 조각들을 어떻게 

잘 조합하고 결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다. 언어연상을 통해 아이디어 창출과 연쇄적 

파생효과 그리고 예측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많이 나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의 경험이 다를 수 

있고 사고의 폭에 한계가 있어 수많은 가능성을 채택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아이디어 채택의 

과정에서 오는 어려움으로부터 관련성 있는 아이디

어 키워드를 제공해주는 것은 창작의 과정에서 일구

어지는 여러 가지 선택과 결정의 과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상 어휘들의 확장은 패션 

분야는 물론 다른 영역과 분야로까지 확대되므로 창

의적 디자인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작업이 될 것이다. 

감각기관을 통하여 받아들여진 수없이 많은 정보

는 연상 작용을 통하여 언어적 형태나 시각적 형태로 

표출된다. 연상에 의한 발상은 기억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키워드가 주어지면 떠오르게 된다. 유사성을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연상은 그 자체를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봄으로써 다른 것을 상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Lim, 2011). 주제어

에 대한 기초적이고 개념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것 자

체가 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조합하여 창의적인 사고

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창조는 편집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에디톨로지(editology)’라는 신조어는 

(C. W. Kim, 2014)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는 정보와 

지식의 홍수 속에서 또 다시 신선하고 독창적인 무언

가를 만들어내야 하는 우리에게 창의적 사고를 위한 

방법을 제시해 준다. 패션에서 자주 사용되어지는 

이미지어에 대한 연상 어휘를 통해 발현된 여러 속성

들을 연관성에 준하여 발상차원으로 추출해 내는 것

은 디자인 발상의 출발점에서 오는 막연한 부담감에 

대해 방법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III.연구의내용및방법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아이디어와 가능성

을 찾아내기 위한 확산적 사고를 자신의 생각을 넓혀

나가는 과정으로 사용할 것이다. 패션에 있어 주제

어의 유추에 의한 연상 어휘들은 학습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확장되어 나타남으로써 발상 초기에 동일

하거나 유사한 어휘 전개를 보인다. 주제어와 관련

한 단편적인 언어 나열로 이해하기보다 서로 유기적

인 형태로의 이해가 필요하다.

패션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패션 이미지어는 트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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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를 설명하는 용어로 끊임없이 반복되어 나타난다. 

이미지는 직관적인 느낌임과 동시에 그 의미가 전달

하는 폭과 경계는 사람에 따라 자유로울 수 있어 핵

심적인 키워드를 추출한다면 디자인 발상을 위한 접

근이 용이할 수 있다.

‘패션(fashion)’하면 떠오르는 연상 어휘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 ‘아방가르드’와(Y. K. Kim, 2014) 시

간적 측면에서 상대적인 ‘클래식’은 패션의 유행 주

기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많은 디자이너에

게 디자인 창작의 시작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시간성을 대표하는 클래식(classic)-아방가르드(avant- 

garde) 이미지어를 주제어로 선정하였다. 실험은 A4

용지 중간에 적힌 주제어에 대해 연상되는 어휘를 마

인드 맵의 형태로 자유롭게 펼쳐 기술하도록 하였다. 

실험은 의류학 전공자 1, 2학년, 졸업작품 패션쇼를 

준비 중인 전공자  3학년, 졸업작품 패션쇼를 마친 전공

자 4학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2018.10.16.~2018.

11.8.). 클래식 이미지어 총 74부, 아방가르드 이미지

어 총 77부가 회수되었으며 정리 과정에서 불성실한 

답변을 제외하고 클래식 이미지어 70부(여: 56명, 남: 

14명), 아방가르드 이미지어 70부(여: 59명, 남: 11명)

가 결과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방법은 통계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워

드 클라우드(word cloud) 기법을 통해 패션 이미지어

에 대한 핵심 키워드와 의미의 정도를 시각적으로 파

악해보았다. 연관성 분석을 통해 연상 어휘들 간의 

관련성 정도와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연관성 네트워

크 그래프 상에 펼쳐진 연상 어휘들의 분포특성을 통

해 패션 이미지어에 대한 아이디어 결합 과정에 필요

한 발상차원을 추출하고 각 차원에 대한 하위개념을 

정리하였다. 

IV. 결과및고찰

1. 패션 이미지어의 연상 키워드

패션 이미지어에 대한 연상 어휘들은 항목이 많은 

텍스트 형태의 비정형 데이터이다. 패션 이미지어에 

대한 연상 어휘들의 의미의 가중치 정도를 시각적이

고 직관적으로 파악해보기 위해 텍스트 마이닝을 이

용한 워드 클라우드 기법을 실시하였다. 글자의 폰

트가 큰 것은 빈도수가 높다는 의미이며 중심성이 높

은 관계로 해석할 수 있다. 

1) 클래식

클래식 이미지어에 대한 연상 어휘 가운데 빈도 5 

이상인 66개의 어휘들에 대해 워드 클라우드를 실시

하여 의미의 가중치와 중심도를 살펴보았다(Fig. 1). 

‘슈트’, ‘고전적인’, ‘기본의’, ‘음악’, ‘샤넬’, ‘블랙’, 

‘우아한’, ‘전통적인’, ‘깔끔한’, ‘유행을타지않는’, 

‘단순한’, ‘브라운’, ‘체크’, ‘화이트’의 순으로 키워

드가 나타났다. 한 벌로 함께 입는 것을 전제로 재킷

과 조끼, 바지를 한 세트로 한 의상을 가리키는 ‘슈

트’는 가장 핵심 키워드로 나타났다. ‘샤넬’, ‘샤넬라

인’, ‘트위드재킷’ 등 여성복과 관련성이 있는 어휘

의 출현에 비해 ‘슈트’는 남성복 정장 개념이 크다. 

오랜 시간을 통해 정제된 조형미를 가지는 슈트가 클

래식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중요한 의미 구조를 형성

하고 있다(Kim, 2017). 클래식 이미지를 대표하는 아

이템으로서 슈트는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패션 

시장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인 변화가 크게 일

어나지 않고 견고한 형태미를 유지해옴으로써 클래

식 이미지를 정의할 수 있는 시각적 오브제로서 대표

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여 진다.

클래식(classic)은 ‘옛날에 만들어진 것으로 오랜 

시대를 거쳐 현재도 아직 높이 평가받고 있는 예술작

품’ 등을 지칭하는 ‘고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고대 로마의 ‘클라시스(classis)’에서 유래한 ‘클래스

(class)’는 당시 로마 상류사회의 부유계급을 지칭하

는 용어이다(“클래식 [Classic]”, 2019). ‘고전적인’을 

중심으로 ‘고급스러운’, ‘명품’, ‘고가의’ 등 하이 프

라이스(high price)를 지칭하는 연상 어휘가 중심성

이 있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클래식 이미지어의 중

요 의미의 하나로 하이엔드(high end)가 자리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중심성이 있는 연상 어휘들 중에 ‘고전적인’, ‘기

본의’, ‘전통적인’과 ‘우아한’, ‘고급스러운’, ‘고상

한’의 어휘들은 의복의 조형요소에 따라 분류한 클

래식 이미지의 구성요소 중 레트로 클래식과 엘리건

트 클래식의 평가용어(Lee et al., 2009)와도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그 외 ‘샤넬’, ‘블랙’, ‘화이트’, ‘무채색’, 

‘재킷’, ‘트위드재킷’ 등에 대한 중심성도 샤넬풍 투

피스, 화이트 셔츠와 블랙 플레어 스커트를 착용한 

이미지를 가장 클래식한 이미지라고 평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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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 et al., 2015)와 유사한 맥락으로 살펴볼 수 있다. 

한편, ‘음악’, ‘피아노’, ‘바이올린’과 같은 음악과 관

련된 어휘들은 패션에 대한 시각적 자극물 제시를 통

해 이루어진 클래식 이미지 연구에서는 볼 수 없는 

어휘들이다. 이미지어 자체에 대한 연상으로 부각된 

중심 어휘로 클래식 음악이 주는 청각적 자극을 시각

화시키는 연계성 연구가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클래

식 이미지어에 대한 연상 어휘 추출 빈도는 <Table 1>

과 같다.

2) 아방가르드

아방가르드 이미지어에 대한 연상 어휘 중 빈도가 

5 이상인 연상 어휘 47개에 대하여 워드 클라우드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Fig. 2>와 같다. ‘독특한’, ‘거

대한’, ‘꼼데가르송’, ‘예술적인’, ‘창의적인’, ‘해체’, 

‘개성’, ‘패션쇼’, ‘난해한’, ‘과다장식’, ‘새로운’의 순

으로 중심 키워드가 나타났다. 클래식의 ‘슈트’처럼 

명확한 시각적 오브제가 먼저 떠오르기 보다는 ‘독

특한’이라는 추상적 의미의 어휘가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그 표현과 방법에 있어 한계를 넘어서는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 

중심성이 높은 관계로 보이는 어휘 중에는 ‘거대

한’, ‘해체’, ‘과다장식’, ‘다양한컬러’, ‘비정형’, ‘과

장된’, ‘블랙’, ‘믹스매치’, ‘비비드컬러’, ‘이질소재조

합’, ‘다양한소재’, ‘비대칭’, ‘언밸런스’, ‘오버사이즈’ 

등 형태, 색채, 소재의 특성을 보여주는 어휘들이 자

리잡고 있다. 로맨틱 아방가르드는 과거의 양식을 다

양한 시도로 재창조하는 과정에서 로맨틱의 개성과 

자유로움이 실험적 아방가르드와 만나 새로운 의미

와 미학적 유희를 더해 가치를 재창출한다(Lee, 2015). 

로맨틱 아방가르드를 역사성, 장식성, 혼합성, 해체

성의 4가지 미적특성으로 분류한 연구에서(Lee, 2010) 

장식성은 창조적이고 실험적이며 파격적인 예술성

을 강조하며 여기에 다양한 디테일의 과장된 장식과 

신소재의 결합에 의한 과다한 장식으로 유희적 형태

로 표현된다고 하였다(Fan, 2014). 디자인적 특성을 

의미하는 위의 연상 어휘들은 과도한 장식, 다양한 

소재와 색채의 혼용을 의미하며 로맨틱 아방가르드

의 한 특성이 유의미한 의미로 부각되고 있다.

핵심 연관 키워드의 하나로 눈에 띄는 ‘꼼데가르

송’은 1973년 일본에서 설립된 의류 업체이다. 레이 

가와쿠보의 개인 디자이너 브랜드로 시작하여 소속 

디자이너였던 준야 와타나베, 구리하라 다오, 간류 

후미토를 수석 디자이너로 총 4명의 수석 디자이너

가 각각 1개 이상의 라인을 맡아 공동 수석 디자이너 

브랜드의 형식이 되었다(“꼼데가르송 [Comme des 

Garçons]”, 2019). 꼼데가르송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일본 아방가르드 패션은 전통적인 서구 복

Fig. 1. Word clouds for classic associative vocabular-

ies.

Fig. 2. Word clouds for avant-garde associative voca-

bul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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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구성에서 벗어나 몸의 형태를 부정하고 기능과 

형태가 무시된 의복형과 착의에 대한 의미를 해체한

다고 하였다(Yim, 2007). 현대패션에서 보이는 아방

가르드 표현특성을 역사성, 탈구조성, 과장성, 혼합

성, 초현실성으로 분류하면서 탈구조성은 의복을 찢

거나 뜯고 이를 다시 재조합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기존의 의복 형태에서 벗어난 비대칭적인 실루엣으

로, 과장성은 변형이 용이한 스트레치 소재와 조형적 

오브제를 활용하여 신체의 특정 부분을 강조하고 왜

곡한 형태, 또는 화려하고 원색적인 색채의 사용과 

과도한 디테일요소 등의 사용으로 나타난다고 하였

다(Shin & Yum, 2017). 핵심 연상 어휘로 나타난 ‘꼼데

가르송’은 아방가르드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상

징적인 브랜드로 대표성을 가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아방가르드 이미지어에 대한 연상 어휘들의 빈도를 

정렬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2. 연상 어휘의 연관관계

패션 이미지어에 대한 연상 어휘들 사이의 연관 

정도를 살펴보는 것은 주제어에 대한 디자인 발상에 

도움을 주는 발상차원을 추출하는데 기초자료로 유

용하다. 지지도(support)와 신뢰도(confidence), 향상

도(lift)가 연상 어휘들 사이의 연관성 규칙을 측정하

는 평가기준이 되며 이는 주제어에 대한 하나의 연상 

어휘에 대해 다른 연상 어휘가 연결 지어 사고되는데 

의미 있는 규칙이 작용함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연상 어휘는 최대 2개, 신뢰도 0.100 이상인 규칙만이 

Image Word n Word n Word n Word n Word n Word n

Classic

suit 34 classic 25 basic 21 music 20 Chanel 18 black 17

elegant 17 traditional 17 tidy 16 timeless 16 brown 15 check 15

simple 15 white 15 luxurious 14 piano 14
achromatic 

color
13 shirt 13

trench coat 13 unchanging 13 shoes 12 dark 11 jacket 11 neat 11

dress 10 luxury 10 old 10 general 9 modern 9 stereotyped 9

tweed-jacket 9 Burberry 8 polite 8 chic 7 England 7 gray 7

pants 7 retro 7 expensive 6 fit 6 formal 6 hard 6

vintage 6 violin 6 adult 5 antique 5
Audrey 
Hepburn

5 black&whit 5

boring 5 bygone 5 calm 5 Chanel-line 5 comfortable 5 furniture 5

glasses 5 gold 5 item 5 lofty 5 minimalism 5 original 5

pearl 5 stately 5 stripe 5 tweed 5 urbane 5
western 
costume

5

Avant-
garde

peculiar 32 huge 21
Comme des 

Garçons
20 artistic 18 creative 17 deconstruction 15

fashion 
show

14 individuality 14 difficult 13
excessive 
decoration

12 new 12 atypical 11

multicolor 11 exaggerated 10 futuristic 10 grotesque 10 black 9
difficult to 
understand

9

strange 9 avant-garde 8 fancy 8 free 8
heterogeneous 

material 
combination

8 mix-match 8

special 8 surreal 8 vivid 8 asymmetric 7 experimental 7 fashion 7

multi-fabric 7 oversize 7 unbalance 7 destruction 6 imaginary 6 complicated 5

deviant 5 fresh 5 haute couture 5 heart logo 5 impractical 5 innovate 5

layered 5 Margiela 5 model 5 transform 5 vintage 5

 n: Frequency 5 or higher

Table 1. Associative vocabularies of classic & avant-gar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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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되도록 하였다. 향상도는 모두 1.000 이상으로, 

우연히 연상 어휘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우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클래식

클래식 이미지어의 연상 어휘들에 대한 연관 규칙

을 지지도 기준으로 정렬한 결과는 <Table 2>와 같

다. 상위권에 위치한 규칙들을 살펴보면, ‘피아노’와 

‘음악’, ‘바이올린’과 ‘음악’은 음악과 관련된 이미지

를 떠올릴 수 있음을 나타낸다. ‘피아노’를 떠 올렸을 

때 ‘음악’을 함께 떠올릴 가능성(신뢰도=0.786)과 반

대로 ‘음악’을 떠올렸을 때 ‘피아노’를 떠올릴 가능

성(신뢰도=0.550)은 상대적으로 서로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바이올린’을 떠 올렸을 때 ‘음악’을 함

께 떠올릴 가능성(신뢰도=1.000)과 반대로 ‘음악’을 

떠올렸을 때 ‘바이올린’을 떠올릴 가능성(신뢰도=

0.300)을 나타내었다. 이와 함께 ‘단순한’과 ‘음악’, 

‘깔끔한’과 ‘음악’이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 ‘음악’은 

고전주의 음악의 논리적이고 정돈된 느낌으로(“고

전파 음악 [Classical music]”, 2019) 클래식 이미지어

에 대한 핵심 의미 중의 하나로 여겨진다. 

‘화이트’와 ‘블랙’, ‘그레이’와 ‘블랙’, ‘그레이’와 

‘화이트’, ‘브라운’과 ‘블랙’이 컬러에 관련된 연관성

을 나타내고 있다. ‘화이트’를 떠올렸을 때 ‘블랙’을 

함께 떠올릴 가능성(신뢰도=0.786)과 반대로 ‘블랙’

을 떠올렸을 때 ‘화이트’를 떠올릴 가능성(신뢰도=

0.647)은 상대적으로 서로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

다. ‘그레이’를 떠올렸을 때 ‘블랙’을 함께 떠올릴 가

능성(신뢰도=1.000)은 반대로 ‘블랙’을 떠올렸을 때 

‘그레이’를 함께 떠올릴 가능성(신뢰도=0.41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채색을 중심으로 한 컬러 

연상은 클래식 이미지어에 대한 대표성을 띄는 컬러 

카테고리로 나타났다.

‘구두’와 ‘슈트’, ‘재킷’과 ‘슈트’, ‘셔츠’와 ‘슈트’, 

‘드레스’와 ‘슈트’가 클래식에 대한 패션 아이템과 

관련된 연관성을 나타내고 있다. 클래식과 관련하여 

‘구두’를 연상했을 때 ‘슈트’를 떠올릴 가능성(신뢰

도=0.818)은 ‘슈트’를 연상시켰을 때 ‘구두’를 떠올

릴 가능성(신뢰도=0.273)보다 높다. 그 외 ‘재킷(신

뢰도=0.818)’, ‘셔츠(신뢰도=0.750)’, ‘드레스(신뢰도= 

0.889)’와 같은 어휘가 ‘슈트’를 함께 떠올릴 가능성

이 반대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

는 ‘슈트’가 클래식 이미지어를 대표하는 상징적 오

브제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트위드재킷’과 ‘샤넬’의 관련 연관성을 살펴볼 수 

있다. ‘트위드재킷’을 연상시켰을 때 ‘샤넬’을 함께 연

상시킬 가능성(신뢰도=0.667)은 ‘샤넬’을 연상시켰

을 때 ‘트위드재킷’을 함께 연상시킬 가능성(신뢰도= 

0.333)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트위드재킷’에 대해서

는 ‘샤넬’의 대표 아이템이며 이는 곧 클래식 이미지

를 표현하는 아이템의 하나로 연결 지어 볼 수 있다. 

2) 아방가르드

아방가르드 이미지어의 각 연상 어휘들에 대한 연

관 규칙을 지지도 기준으로 정렬한 결과는 <Table 3>

과 같다. 

상위에 위치한 규칙들을 살펴보면 ‘독특한’, ‘꼼데

가르송’과 다른 연상 어휘와의 연관 규칙이 눈에 띄

게 나타났다. ‘개성(신뢰도=0.857)’, ‘창의적인(신뢰

도=0.667)’, ‘패션쇼(신뢰도=0.571)’, ‘이해하기 어려운

(신뢰도=0.667)’, ‘미래적인(신뢰도=0.600)’, ‘상상의

(신뢰도=0.833)’, ‘패션(신뢰도=0.714)’, ‘특별한(신

뢰도=0.625)’, ‘전위적인(신뢰도=0.625)’, ‘자유로운(신

뢰도=0.625)’, ‘초현실(신뢰도=0.625)’을 떠올렸을 때 

‘독특한’을 떠올릴 가능성이 반대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 ‘독특한’이 아방가르드 이미지어의 연상 어

휘 사이에서 긴밀한 연관성을 보이는 주된 어휘 중의 

하나임을 생각해볼 수 있다.

‘꼼데가르송’도 다른 연상 어휘들과 긴밀한 연관

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방가르드에 

대하여 ‘하트로고’를 연상시켰을 때 ‘꼼데가르송’을 

떠올릴 가능성은 100%(신뢰도=1.000)인 것으로 나

타났으며, 반대로 ‘꼼데가르송’을 떠올렸을 때 ‘하트

로고’를 연상시킬 가능성은 25%(신뢰도=0.250)인 것

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하트로고’와 ‘꼼데가르송’은 

향상도 2.156, ‘믹스매치’와 ‘꼼데가르송’은 향상도

가 3.450로 1.00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우연성이 아

닌 우수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다. 특정 디

자이너와 브랜드, 브랜드 로고 등이 양의 연관성을 

가지고 나타나고 있으므로 아방가르드 이미지에 대

해 상징적인 브랜드로 포지셔닝되어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과다장식’과 ‘거대한’, ‘다양한소재’와 ‘다양한컬

러’, ‘비정형’과 ‘거대한’, ‘다양한컬러’와 ‘거대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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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디자인적 측면에서 아방가르드와 관련된 연상 

어휘들의 연관성을 살펴볼 수 있어 디자인적 특징을 

정리해볼 수 있다.

3. 패션 이미지어의 발상차원

연상 어휘사이의 연관성 분석결과를 시각적으로 

LHS RHS Support Lift Confidence (=>) Confidence (<=)

piano music 0.157 2.750 0.785 0.550

white black 0.157 3.235 0.785 0.647

shoes suit 0.128 1.735 0.818 0.272

jacket suit 0.128 1.735 0.818 0.272

neat suit 0.128 1.735 0.818 0.272

shirt suit 0.128 1.590 0.750 0.272

luxury suit 0.114 1.697 0.800 0.242

dress suit 0.114 1.885 0.889 0.242

traditional basic 0.114 1.568 0.470 0.380

gray black 0.100 4.117 1.000 0.411

dress classic 0.100 2.178 0.778 0.280

old classic 0.100 1.960 0.700 0.280

unchanging classic 0.100 1.507 0.538 0.280

elegant luxurious 0.100 2.058 0.411 0.500

simple music 0.100 1.633 0.467 0.350

white basic 0.100 1.667 0.500 0.333

tidy black 0.100 1.922 0.467 0.411

tidy music 0.100 1.633 0.467 0.350

gray white 0.085 4.285 0.857 0.428

violin music 0.085 3.500 1.000 0.300

tweed-jacket Chanel 0.085 2.592 0.667 0.333

dress music 0.085 2.333 0.667 0.300

jacket classic 0.085 1.527 0.546 0.240

brown check 0.085 2.153 0.461 0.400

brown black 0.085 1.900 0.461 0.352

brown basic 0.085 1.538 0.461 0.285

unchanging Chanel 0.085 1.794 0.461 0.333

shirt timeless 0.085 2.333 0.500 0.400

shirt tidy 0.085 2.333 0.500 0.400

timeless tidy 0.085 1.867 0.400 0.400

check Chanel 0.085 1.556 0.400 0.333

simple white 0.085 2.000 0.400 0.428

simple black 0.085 1.647 0.400 0.352

white tidy 0.085 2.000 0.428 0.400

Table 2. Association analysis of associative vocabularies that remind classic image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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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볼 수 있는 네트워크 그래프를 바탕으로 디자인 

발상에 필요한 발상차원을 추출하였다. 연상 어휘들 

사이의 원은 어휘들 간의 연관성 정도를 나타내 준

다. 원의 크기는 지지도, 원의 색 농도는 향상도로 해

석 가능하다. 원의 크기가 클수록 지지도가 크고 원

의 색 농도가 진할수록 향상도가 큰 것을 의미한다. 

화살표의 경우 서로 간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쌍방향으로 있을 경우 신뢰도가 보장되는 연관 어휘

로 볼 수 있다.

1) 클래식

클래식 이미지어의 연상 어휘들에 대한 연관성을 시

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네트워크 그래프는  <Fig. 3>과 

같다. 네트워크 상에 나타나는 지지도, 향상도, 신뢰

도로 연관성의 정도를 살피고 어휘 사이의 의미와 특

성을 고려하여 클래식 이미지어에 대한 아이디어 발

LHS RHS Support Lift Confidence (=>) Confidence (<=)

individuality peculiar 0.173 1.848 0.857 0.375

creative peculiar 0.144 1.436 0.667 0.313

fashion-show peculiar 0.115 1.232 0.571 0.250

huge Comme-des-Garçons 0.115 1.623 0.471 0.400

fashion-show artistic 0.102 1.917 0.500 0.388

deconstruction Comme-des-Garçons 0.102 1.610 0.467 0.350

difficult-to-understand peculiar 0.087 1.438 0.667 0.188

futuristic peculiar 0.087 1.294 0.600 0.188

multicolor Comme-des-Garçons 0.087 1.881 0.546 0.300

individuality artistic 0.087 1.643 0.428 0.333

huge artistic 0.087 1.352 0.352 0.333

heart-logo Comme-des-Garçons 0.073 3.450 1.000 0.250

imaginary peculiar 0.073 1.797 0.833 0.156

fashion peculiar 0.073 1.540 0.714 0.156

free peculiar 0.073 1.348 0.625 0.156

mix-match Comme-des-Garçons 0.073 2.156 0.625 0.250

special peculiar 0.073 1.348 0.625 0.156

futuristic Comme-des-Garçons 0.073 1.725 0.500 0.250

avant-garde artistic 0.073 2.395 0.625 0.278

avant-garde peculiar 0.073 1.348 0.625 0.156

surreal peculiar 0.073 1.348 0.625 0.156

multi-fabric multicolor 0.073 4.480 0.714 0.455

multi-fabric Comme-des-Garçons 0.073 2.464 0.714 0.250

multicolor huge 0.073 1.844 0.455 0.294

atypical huge 0.073 2.029 0.500 0.294

atypical artistic 0.073 1.917 0.500 0.278

excessive-decoration deconstruction 0.073 1.917 0.417 0.333

excessive-decoration Comme-des-Garçons 0.073 1.436 0.417 0.250

difficult Comme-des-Garçons 0.073 1.326 0.384 0.250

deconstruction artistic 0.073 1.278 0.333 0.278

Table 3. Association analysis of associative vocabularies that remind avant-garde image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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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차원을 추출하였다.

연관성 네트워크 그래프를 살펴보면 ‘슈트’를 중

심 허브로 하여 몇 개의 소그룹을 형성하며 단계적인 

연결고리를 이루고 있다. ‘슈트’를 중심으로 ‘명품’, 

‘단정한’, ‘구두’, ‘셔츠’, ‘재킷’을 하위요소로 ‘Manni-

sh Item’으로 명명하였다. 클래식 이미지를 표현하는 

중심 아이템의 구성으로 고급스럽고 단정한 느낌과 

연관되면서 중심 허브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 ‘음악’

이 ‘피아노’, ‘바이올린’과 동시에 떠올릴 가능성이 

높은 유용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 ‘Music’ 차원으로 

명명하였다. 클래식 이미지를 대표하는 연상 어휘로 

‘음악’이(Kim, 2017; Park, 2014) 차지하는 중심성에 

비해 음악이 주는 소리의 감각을 시각화시키는 것에 

대한 연구의 미흡함으로 패션에 있어서의 적용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음악이 클래식 이미지어에 대

한 중요한 발상차원임을 인지하고 디자인으로의 적

용이라는 측면에서 연구가 필요하다 여겨진다. 

다른 소그룹은 ‘블랙’과 ‘화이트’가 서로 높은 지

지도를 가지면서 ‘그레이’와의 상관관계가 있는 무

채색 컬러 중심의 ‘Modern Color’ 차원으로 명명하였

다. 이는 ‘깔끔한’, ‘단정한’으로 연결되면서 세련되

고 시크한 느낌을 주는 컬러 코드로 의미를 둔다. 위

의 소그룹을 단계적으로 연결지어나가는 어휘들의 

모임으로 ‘고전적인’을 중심으로 ‘오래된’, ‘드레스’, 

‘변함없는’, ‘샤넬’, ‘트위드재킷’, ‘체크’, ‘브라운’, 

‘기본의’, ‘전통적인’을 묶어 오랜 세월 변화지 않고 

최상위를 유지하는 고전적인 클래식의 특징으로 

‘Traditional Classicality’의 차원으로 명명하였다. 그 

외 ‘우아한’과 ‘고급스러운’이 별도로 고립된 형태로 

그룹을 형성하였다. 클래식 이미지어에 대한 아이디

어 발상차원과 하위요소로서 어휘를 정리한 내용은 

<Table 4>와 같다.

2) 아방가르드

아방가르드 이미지어의 연상 어휘들에 대한 연관

성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네트워크 그래프는 

<Fig. 4>와 같으며 연관성의 정도와 유무를 살펴 아

방가르드 이미지어에 대한 아이디어 발상차원을 추

Fig. 3. The network of associations between classic associated vocabul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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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였다.

연관성 네트워크 그래프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독특한’과 ‘꼼데가르송’을 허브로 하는 두 개의 메

인 그룹과 이를 잇는 소규모 그룹을 이루고 있다. 별

도로 고립된 키워드 그룹이 존재하지 않으면서 전체

적으로 큰 고리를 이루는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를 디자인 발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맥락에

서 몇 가지 차원으로 묶어보았다. 

‘독특한’을 중심으로 ‘이해하기어려운’, ‘특별한’, 

‘패션’, ‘자유로운’, ‘초현실’, ‘상상의’, ‘창의적인’, 

‘미래적인’ 어휘들을 하위요소로 하여 ‘Key Image’ 차

원으로 명명하였다. 이는 예측가능하거나 일반적이

지 않은 아방가르드의 핵심 이미지로 정리해 볼 수 있

을 것이다. 평범함을 거부하는 이미지 용어로 패션이

라는 단어 자체가 아방가르드 이미지를 떠 올리게 한

다는 연구(Y. K. Kim, 2014)와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이는 ‘개성’, ‘패션쇼’, ‘전위적인’ 어휘와 

긴밀한 연관성으로 이어지고 이는 ‘예술적인’ 어휘

와의 관계로 연결되면서 아방가르드의 중심 이미지

가 가지는 조형적인 분위기를 명시해주는 조합이라 

여겨져 ‘Artistic Aura’ 차원으로 명명하였다.

또 다른 차원을 살펴보면 ‘거대한’을 중심으로 ‘비

정형’, ‘과다장식’, ‘다양한컬러’, ‘다양한소재’를 하

위요소로 ‘Key Design’로 명명하였다. 일반적인 조

형미를 벗어난 시도로 디자인 요소들의 사용에 있어 

과장되거나 한계를 두지 않는 다양성으로 아방가르

드 이미지를 떠 올리게 하는 중요한 발상차원의 하나

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은 또 하나의 핵심 허브인 ‘꼼데가르송’을 

중심으로 ‘하트로고’, ‘믹스매치’, ‘난해한’, ‘해체’를 

하위요소로 ‘Designers’ 차원으로 명명하였다. 패션 디

자이너 브랜드가 핵심 허브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그들이 패션에서 보여 주는 조형적 특성이 아방가르

드 이미지를 불러오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여기서는 

패션 디자이너만이 결과분석에 사용되었는데 이를 

토대로 아방가르드 작품세계를 보여주는 다른 예술 

분야의 작가작품들을 살펴보는 훈련을 통해 발상의 

근원을 넓고 깊게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Fig. 4. The network of associations between avant-garde associated vocabularies.



한국의류학회지 Vol. 44 No. 3, 2020

– 424 –

디자이너의 작품세계에 대한 연구가 곧 아방가르드 

이미지를 표현하는 디자인 코드이므로 이를 실질적

으로 발상수업에 적용해 보는 시도가 필요하리라 여

겨진다. 아방가르드 이미지어의 발상차원과 하위요

소로서 관련 어휘를 정리한 내용은 <Table 4>와 같다.

V. 결   론

본 연구는 패션 이미지어에 대해 연상되는 다양한 

어휘들에 대해 통계적 기법을 통해 의미 있는 관련성

을 찾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디자인 발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핵심 차원을 추출하였다. 먼저, 패션 

이미지어에 대한 핵심 키워드를 살펴 중심성과 의미의 

정도를 시각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관성 규칙을 통해 

연상 어휘 간의 관련성과 친밀성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연관성 네트워크 그래프를 분석하여 

아이디어 개발에 필요한 발상차원을 제시하였다.

클래식-아방가르드 이미지어를 주제어로 선정하

고 주제어에 대해 연상되는 어휘들을 마인드 맵의 형

태로 자유롭게 펼쳐 기술하도록 하였다. 실험은 의류

학 전공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최종 이미지어당 

각 70부의 설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결과분석에

는 워드 클라우드 기법과 연관성 분석이 사용되었다.

클래식 이미지어를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를 워드 

클라우드 기법으로 살펴본 결과 ‘슈트’, ‘고전적인’, 

‘기본의’, ‘음악’, ‘샤넬’, ‘블랙’, ‘우아한’, ‘전통적인’, 

‘깔끔한’, ‘유행을타지않는’, ‘단순한’, ‘브라운’, ‘체

크’, ‘화이트’의 순으로 중심성이 높은 대표성을 가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방가르드 이미지어를 설명하

는 핵심 키워드로는 ‘독특한’, ‘거대한’, ‘꼼데가르송’, 

‘예술적인’, ‘창의적인’, ‘해체’, ‘개성’, ‘패션쇼’, ‘난

해한’, ‘과다장식’, ‘새로운’의 순으로 중심성이 높은 

대표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클래식 이미지어

는 ‘슈트’처럼 명확한 시각적 오브제가 가장 큰 대표

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방가르드 이미지

어는 ‘독특한’을 중심으로 표현과 방법에 있어 파괴

와 극한의 의미를 담고 있는 추상적 어휘들과 대표성

을 가지는 디자이너 브랜드가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드 클라우드 기법을 통

해 보는 이미지어에 대한 핵심 키워드들은 현재 클래

식과 아방가르드를 대표하는 주목성으로 의미가 있

다. 이는 현재 클래식과 아방가르드를 대표하는 가장 

Image word Classic

Idea dimension Mannish item Music Modern color Traditional classicality

Contents

suit

luxury

neat

shoes

shirt

jacket

music

piano

violin

black

white

gray

classic

old

dress

unchanging

Chanel

tweed jacket

check

brown

basic

traditional

Image word Avant-garde

Idea dimension Key image Artistic aura Key design Designers

Contents

peculiar

difficult to understand

special

fashion

free

surreal

imaginary

creative

futuristic

artistic

individuality

fashion show

avant-garde

huge

atypical

excessive-decoration

multi-color

multi-fabric

Comme-des-Garçons

heart logo

mix-match

difficult

deconstruction

Table 4. Design concept dimension of classic and avant-garde image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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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적인 의미이며 장기적으로 트렌드라는 차원에

서 볼 때 그 핵심 의미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는데 

클라우드 기법의 실효성과 가치를 둘 수 있다. 패션

이 다양한 사회, 문화적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주고

받으며 변화할 때 패션 이미지어에 대한 의미와 가치

도 변화할 수 있으며 이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은 패

션의 흐름과 소비감성을 읽어내는데 중요한 역할로

서 의미가 있다 여겨진다. 

클래식 이미지어에 대한 연상 어휘들 간의 연관성 

분석결과, 상위권에 위치한 규칙들 중 ‘피아노’와 ‘음

악’, ‘바이올린’과 ‘음악’, ‘단순한’과 ‘음악’, ‘깔끔한’

과 ‘음악’이 음악과 관련된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 

‘화이트’와 ‘블랙’, ‘그레이’와 ‘블랙’, ‘그레이’와 ‘화

이트’, ‘브라운’과 ‘블랙’이 컬러에 관련된 연관성을 

나타내고 있다. ‘구두’와 ‘슈트’, ‘재킷’과 ‘슈트’, ‘셔

츠’와 ‘슈트’, ‘드레스’와 ‘슈트’가 클래식에 대한 패션 

아이템과 관련된 연관성을 나타내고 있다. ‘트위드재

킷’과 ‘샤넬’의 관련 연관성을 살펴볼 수 있다.

아방가르드 이미지어에 대해 상위에 위치한 규칙

들을 살펴보면 ‘독특한’, ‘꼼데가르송’과 다른 연상 

어휘와의 연관 규칙이 눈에 띄게 나타났다. ‘개성’, 

‘창의적인’, ‘패션쇼’, ‘이해하기어려운’, ‘미래적인’, 

‘상상의’, ‘패션’, ‘특별한’, ‘전위적인’, ‘자유로운’, 

‘초현실’과 ‘독특한’ 어휘 사이에서 긴밀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 ‘하트로고’와 ‘꼼데가르송’, ‘믹스매치’

와 ‘꼼데가르송’ 사이도 우연성이 아닌 우수한 관련

성을 가지고 있다. ‘과다장식’과 ‘거대한’, ‘다양한소

재’와 ‘다양한컬러’, ‘비정형’과 ‘거대한’, ‘다양한컬

러’와 ‘거대한’과 같이 디자인적 측면에서 아방가르

드와 관련된 연상 어휘들의 연관성을 살펴볼 수 있다.

연관성 네트워크 그래프 분석을 통해 디자인 발상

에 필요한 아이디어 차원을 추출하였다. 클래식 이미

지어의 경우, ‘슈트’가 중심 허브로 몇 개의 소그룹을 

형성하며 단계적인 연결고리를 이루고 있다. ‘슈트’

를 중심으로 한 ‘명품’, ‘단정한’, ‘구두’, ‘셔츠’, ‘재

킷’을 하위요소로 ‘Mannish Item’ 차원과 ‘음악’과 ‘피

아노’, ‘바이올린’을 그룹으로 하는 ‘Music’ 차원, ‘블

랙’과 ‘화이트’, ‘그레이’의 무채색 컬러 중심과 속성

의 ‘Modern Color’ 차원과 ‘고전적인’을 중심으로 ‘오

래된’, ‘드레스’, ‘변함없는’, ‘샤넬’, ‘트위드재킷’, ‘체

크’, ‘브라운’, ‘기본의’, ‘전통적인’을 그룹으로 한 ‘Tra-

ditional Classicality’의 차원으로 명명하였다.

아방가르드 이미지어의 경우는 별도로 고립된 키

워드 없이 ‘독특한’과 ‘꼼데가르송’을 중심 허브로 전

체적으로 큰 고리를 이루는 형태를 보였다. ‘독특한’

을 중심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상의’, ‘자유로운’, 

‘패션’, ‘초현실’, ‘특별한’과 ‘창의적인’, ‘미래적인’ 

어휘들을 하위요소로 한 ‘Key Image’ 차원과 ‘예술

적인’, ‘개성’, ‘패션쇼’, ‘전위적인’ 어휘 조합의 ‘Arti-

stic Aura’ 차원, ‘거대한’을 중심으로 ‘비정형’, ‘과다

장식’, ‘다양한컬러’, ‘다양한소재’를 하위요소로 한 

‘Key Design’ 차원, ‘꼼데가르송’을 중심으로 ‘하트로

고’, ‘믹스매치’, ‘난해한’, ‘해체’를 하위요소로 ‘Desig-

ners’ 차원으로 명명하였다.

이상의 클래식과 아방가르드 이미지어에 대한 발

상차원은 창의적인 디자인 발상에 필요한 핵심 요소

이다. 이러한 발상의 흐름을 바탕으로 디자인으로 

구체화되어 나오는 결과물에 대한 분석과 어휘 발상

과 디자인 결과물과의 연계성을 살펴보는 후속연구

가 이루어진다면 학습으로의 적용과 지도에 좀 더 실

효성 있는 결과물로서의 가치가 있으리라 여겨진다. 

본 연구는 텍스트 형태의 비정형 데이터를 통계적 

분석을 통해 어휘들 간의 연관성 정도와 특징을 살피

고 이러한 사고의 연계성을 기반으로 발상에 필요한 

핵심 차원을 제시하여 실질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키워드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끝으

로 데이터의 양적 증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추가 결

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으로 확대해석에 신중

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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