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션비즈니스�제 권� 호�24 5
―
ISSN 1229-3350(Print)

ISSN 2288-1867(Online)

―
J. fash. bus. Vol. 24, 

No. 5:21-34, Nov. 2020 

https://doi.org/

10.12940/jfb.2020.24.5.21

강제결합법을�활용한�한국적�패션디자인�개발�연구

김한나* 서승희� ·� †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Corresponding� author�
―
Seunghee Suh

Tel : +82-2-760-0506

E-mail : shsuh@skku.edu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Fashion�Design�

Using� the� Forced-Relationship� Techniques

Hanna� Kim*� ·� Seunghee� Suh†

*Dept. of Fashion Design, Sungkyunkwan University, Korea 

Keywords Abstract

forced-relationship technique, 

hanbok, 

Korean fashion design, 

punk fashion

강제결합법 한복, , 

한국적 패션디자인 펑크 패션, 

―
본 연구는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new Korean fashion design using 

forced-relationship techniques and the traditional hanbok Korean dress and 

Korean traditional images as the source of the ideas. The research methods 

consisted of literature research and design production. In the literature research 

for the hanbok composition and design elements, the concept and type of 

forced-relationship techniques were studied. The design development process 

was as follows. First, ‘Developing a Korean fashion design’ was set as the 

design theme. Second, the composition and design elements of hanbok and 

Korean motifs, which consist of Korean images were set as fixed elements of 

the forced-relationship technique. Third, among the various trends in keywords, 

‘punk’ belonging to a subculture, was set as an arbitrary element of the 

forced-relationship technique. Fourth, the punk fashion design elements and 

items were listed. Fifth, a rough sketch was performed by selectively combining 

fixed and arbitrary elements. Sixth, a design evaluation process was conducted 

to select the designs out of 52 design sketches that fit the purpose of the 

study. Seventh, a total of six designs were selected after making design 

modifications. Through this, a total of six works of women's clothing was 

designed, made, and presented. This study offers the possibility of developing 

new Korean fashion design images, and a chance to share designs based on 

different cultural elements in the global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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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Ⅰ

한류 패션은 한민족의 정체성을 담은 문화 콘텐츠(cultural 

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시공간을 넘어 경쟁력을 갖contents) , 

춘 차별화된 자국의 문화 이미지를 전달하는 매체이자 창의

적인 문화상품으로 소비되고 있다 한국적 패션디자인은 전. 

통한복의 단순 계승이나 모방이 아닌 세계의 패션 트렌드를 

적극 흡수하고 전통요소들을 이미지화 시켜 (M. Kim, 2009) 

본래의 순수 전통 이미지와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독립적 정

체성을 지닌 새로운 형태로 나타난다(Suh & Kim, 2019).

한국적 패션디자인은 전통한복의 단순 계승이나 모방이   

아닌 세계의 패션 트렌드를 적극 흡수하고(M. Kim, 2009) 

전통요소들을 이미지화 시켜 본래의 순수 전통 이미지와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독립적 정체성을 지닌 새로운 형태로 나

타난다(Suh & Kim, 2019). 

 한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관련 없는 것을 관련지음으로 , 

써 생기는 이질적인 모순이 창의적 영감을 가져다 줄 수 있

다고 하였다 이처럼 패션디자인 개(Michalko, 1998/2001). 

발 작업에 있어 창의적 발상기법 적용은 사회적 틀에 얽매이

지 않고 한정된 사고의 틀을 넓혀줄 수 있고 기존의 관념적 

형태를 탈피하여 새로운 감성과 기능 영역을 개척할 수 있게 

한다 이처럼 새로운 결과물을 유도할 수 있는 (Koo, 2015). 

창의적 발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관련 없는 것들을 억

지로 관계를 맺는 방법을 강제결합법(Forced -Relationship 

Techniques)이라 하며 이는 어떤 사물이나 아이디어를 색다, 

르게 생각하는 연합사고 활동이다(Jeon, 2014).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작품 개발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전  

통 문양 및 전통 장식기법을 활용한 연구(Ha, 2012; Kim, 

전통 복식을 활용2013; Song, 2010; Yu & Kim, 2008), 

한 연구(Jeong & Kim 2019; Kwon & Park, 2006; Park 

한국적 이미지를 활& Shim, 2016; Yoon & Woo, 2011), 

용한 연구(Lee & Cho, 2009; Suh & Kim, 2015; Yoon 

등이 있다 이들 연구는 주로 기존의 한국 고& Oh, 2009) . 

유의 정서가 담긴 전통적 이미지 개발과 재현에 치우쳐 있

으며 창의적 발상기법의 사고 과정을 적용한 새로운 한류 , 

문화 콘텐츠로서의 한국적 패션디자인 개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강제결합법을 활용한 선행연구는 미술 및 디자인 교육 방  

향에 관한 연구(Heo, 2011; Park, 2009; Park, 2017; 

와 강제결합법 적용 사례 Yoon & Park, 2014; Yu, 2007)

분석 연구 가 있으나 강제결합법을 적용한 패션(Koo, 2015) , 

디자인 개발 연구는 드물다 현대 패션은 전통적이거나 상식. 

적인 방법을 탈피한 새로운 융합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

며 이러한 과정에서 이질적인 요소의 결합은 기존 사물이 , 

갖고 있던 전통적이거나 상식적인 역할 경계 의미를 넘어 , , 

기존의 내용과 대치되어 낯섦 새로움 감탄 재미 충격 등, , , , 

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이질(Kim & Geum, 2008). 

적 결합의 강제결합법을 적용한 체계적인 연구는 새로운 스

타일의 패션디자인 개발에 있어서 효율성과 가능성을 확인

하고 제시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복과 한국적 이미지를 디자인 발상의   

소스로 활용하여 강제결합법을 적용한 한국적 패션디자인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전통적 가치와 차. 

별화된 글로벌 감성의 새로운 패션 디자인 개발을 모색함으

로써 한류 시장에서 차별화된 패션 또는 한국적 문화 콘, K-

텐츠를 제시하는 것에 연구의 의의를 둔다.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와 작품 제작으로 이루어졌다 구체  . 

적으로는 한국적 패션디자인 및 한복의 구성과 디자인 요소

에 대한 문헌연구와 강제결합법의 개념 및 유형에 관해 문

헌연구로 진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강제결합법의 발상 , 

과정을 거쳐 디자인을 개발하여 총 여섯 벌의 작품을 실물 

제작하였다.

이론적�배경.�Ⅱ

한국적�패션디자인1.

한국적 패션디자인 개발이라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 고찰을 위해 본 절에서는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개념과 

더불어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모태가 되는 한복의 구성과 구

조 디자인 요소에 대해 분석하였다 한복의 구성과 구조는 , . 

궁중 복식과 서민 복식에 있어 차이가 있는데 역사적으로 ,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상류층의 궁중 복식에 비해 서민

층에서 한국 고유의 전통 복식을 전수해 온 서(Cho, 1989) 

민 복식은 한국의 정서를 담은 한국 고유 문화의 산물이라

고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서민 복식의 한복을 중심으로 연

구하였다.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개념1) 

한국적 패션디자인은 과거의 전통을 단순히 재현하거나 모

방하는 것이 아닌 현재의 시점에서 전통과 현대의 충돌로 

인해 나타나는 새로운 융합의 산물로 현대의 시점에서 전통

을 수용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재창조한 것이다(Kim, 

따라서 한국적 패션디자인은 한국의 전통요소들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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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이미지들과 결합되어 선 형태 색채 소재 문양 장, , , , , 

식의 외형적 요소뿐 아니라 미의식의 내면적 요소가 반영되

어 새로운 형태로 표현된다 이에 전통 한복의 구조와 구성. , 

색상 소재 문양 장신구 장식 기법 등의 요소와, , , , (Cha, 

산수화 풍속화 민화 등의 미술 한글2015; Shim, 2006) , , , , 

조각보 도자기 하회탈 공예 전통 한옥 단청 창호 등 다, , , , , , 

양한 한국 전통물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창조적 발상을 통해 

표현된다(Kim, Kim, & Lee, 2012).

한복의 구성과 구조2) 

한복은 한국이라는 지역성에 의하여 오랫동안 전승되어온 

한국의 특유한 민족 복식으로 전통적인 한민족의 역사와 정

신이 담겨있는 복식이다 조선 시대의 (Lee & Kim, 2013). 

복식 문화는 삼국시대 이래로 사회 제도 발전과 더불어 한

복 양식을 완성시킨 시기로 오늘날의 한복은 (Cho, 1989), 

조선 후기에 형성된 양식과 가장 유사하다.

한복은 기본적으로 저고리 치마 바지 두루마기를 중심  , , , 

으로 구성된다 저고리는 형태에 따라 기본적으로 민저고리. , 

반회장저고리 삼회장저고리 색동저고리가 있으며, , (Lee, 

저고리의 기본 구조는 길 등솔기 섶 섶코 깃 고2013), , , , , , 

대 동정 소매 소매부리 배래 화장 진동 고름 도련 끝, , , , , , , , , 

동 등으로 이루어진다(Hanbok Advancement Center, n.d.). 

남자 저고리는 여자 저고리와 비슷하고 명칭도 같지만 여자 

저고리보다 전체적으로 길이가 길고 여유가 있다(Shim, 

2009).

치마는 치마허리 형태에 따라 재래식 끈허리 일자형 말기  ( )

와 어깨허리 끈 형 조끼형 말기가 있으며 일자형 말기는 허( ) , 

리 허리끈 주름 치마폭 조끼허리 말기는 조끼허리 주름, , , , , , 

치마폭의 구조로 되어있다(Lee, 2013).

남자 바지는 마루폭 큰사폭 작은사폭 허리로 구성되고   , , , 

여기에 허리띠와 대님을 매도록 되어 있으며 앞과 뒤의 모, 

양은 같고 큰사폭과 작은사폭의 위치에 따라 앞뒤를 구분한

다 여자 속바지는 바지통 허리 허리(Lee & Kim, 2013). , , 

끈 바대로 이루어진 형태에 밑위가 길, (Kim & Lim, 2009), 

고 바지통이 넓고 곡선으로 표현되며 허리끈이 달려 있고 , 

바대는 트인 형태이다 여자 한복 하의는 보통 속옷까지 네 . 

벌을 껴입는데 속속곳을 입고 그 위에 속바지를 입고 속바, 

지 위에 단속곳을 입고 치마를 입는다, (Murayama, 2017). 

두루마기는 저고리와 같은 구성이나 옷자락이 무릎까지   

내려오며 길의 옆에 삼각형 무가 겨드랑이부터 시작하여 밑

단으로 내려와 폭을 넓게 하여 아랫단으로 퍼져나가는 실루

엣이다(J. Kim, 2009).

한복의 디자인 요소3) 

한복의 디자인 요소는 크게 형태 및 선 색상 소재 및 문, , 

양 디테일 기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한복의 형태는 자연에서 접할 수 있는 완만하고 부드러운   

곡선을 선호하여 전체 실루엣과 저고리의 도련 배래 섶 , , , 

등에서 곡선으로 표현된다 저고리의 깃과 동정(Kim, 2004). 

은 유일하게 사선방향으로 나타나며 끝 부분의 섶은 곡선으

로 처리되어 사선과 조화를 이루는데 이는 양(Kim, 1992), 

쪽이 대칭이 아닌 비대칭적인 효과와 곡선의 일률적인 단순

함에 변화를 준다 저고리의 비대칭 여밈 형태는 정적인 한. 

복에 입체감과 움직임을 느끼게 하며 옷고름을 매었을 때 , 

긴 고름과 짧은 고름은 비대칭의 조형적 특징과 더불어 전

체 복식의 조화를 이뤄 미적효과를 상승시킨다(Cho, 2004). 

그리고 한복 치마의 실루엣은 유연한 곡선의 또는 형 A O

실루엣으로 별다른 장식 없이 선만으로도 변화감을 보여준

다(Kim, 1992). 

한복은 풍토적 특성과 자연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 자연   

그대로의 색과 선명하고 은은한 담백한 색으로 자연과 조화

되는 자생적인 색채 문화를 형성하였다 음양(J. Kim, 2009). 

오행적 우주관에 근거를 둔 오정색 과 오간색( ) (五正色 五間
을 기본색으로 구성되며 특히 순수 자연의 백색을 선호) , 色

하여 많이 사용하였다 배색 방법은 대표적으(Jeong, 2017). 

로 보색 모노톤 무채색 톤온톤 톤인톤 다색의 배색 방법, , , , 

으로 분류할 수 있다. 

소재는 대표적으로 마 면 견직물인 삼베 모시 무명 명주   · · , , , 

등 자연 그대로의 생지색을 사용하거나 천연염색을 하여 사

용하였다 문양은 크게 식물 문양 동물 (Suh & Kim, 2019). , 

문양 기하학적 문양 문자 문양 자연 문양으로 구분할 수 , , , 

있다 식물 문양은 모란 연화 국화 매화 포도 석류 등. , , , , , , 

동물 문양은 호랑이 학 용 봉황 박쥐 원앙 등 기하학적 , , , , , , 

문양은 만 자 아 자 등 문자 문양은 수 자 복( ) , ( ) , ( ) , ( )卍 亞 壽 福
자 등 자연 문양은 운 구름 수파 물결 산악 십장생 등의 , ( ), ( ), , 

문양이 있다(Chae, 2006). 

전통 장식기법은 복식이나 장신구에 장식을 목적으로 활  

용되었던 기교방법으로 자수 누비 매듭 금박 조각 잇기, , , , 

아플리케 잣물림 기법 등이 있다(patchwork), , .

강제결합법2.�

강제결합법의 개념1) 

패션의 속성에 있어서 창의성은 과거를 잇고 미래를 예측하

며 끊임없이 변화해야 하는 항목이다, (Kim & Park,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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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디자인 작업에 있어 조형적 성취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과 기능성 트렌드 환경 소비자의 만족 등이 고려되어야 , , , 

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복합적으로 처리하여 창의적인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발상이 요구된다 이에 창의적 . 

발상의 훈련 방법인 발상기법을 통해 의식적으로 사고활동

을 활성화하여 창의성의 저해요인인 고정관념 관습적 사고, 

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상할 수 있다(Lee, 

2017). 

천재들이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은 기존의 법  

칙을 깨고 새로운 조합을 통해 새로운 연관성을 만들어내며,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나눠서 생각하는 

사물 개념 아이디어들을 개념적으로 뒤섞는데 익숙하기 때, , 

문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는 것이다 어떤 아이디. 

어든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요소가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Michalko, 2011/ 

일반적으로 전통적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은 흔히 숟2013). 

가락과 젓가락 스승과 제자 돈과 직업 등 명백한 관계가 , , 

있고 비슷한 요소들 간의 결합만을 생각하게 되어 기존의 ,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정관념에 빠지게 된다(Park, 

따라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는 기존 틀2009). 

을 깨는 것이 필요하며 기존의 것들을 뒤섞거나 혹은 서로 , 

이질적이고 성질이 전혀 다른 것이라도 이들을 강제적으로 

결합하면 새로운 다양성을 얻을 수 있다(Thorpe, 2001). 

강제결합법은 에 의해 년 처음  Charles S. Whiting 1958

으로 제안되었다 에 의하면 강제결합법은 일반적. Whiting

으로 전혀 관계가 없는 두 개 이상의 제품이나 아이디어 

등 그 사이에 강제적인 관계를 아이디어 생성 과정의 시

작점으로 이용하여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유도하는 방법이

다 이러한 관계로 인해 형성되는 아이디어는 이전에 전. 

혀 고려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형성되어(Whiting, 1958), 

사물이나 아이디어를 색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개방적

인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돕는 연합사고가 가능하게 

된다 즉 이는 전통적인 고정된 사고의 틀(Jeon, 2014). , 

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훈련으로 다양(Koo, 2015), 

한 시각에서 아이디어들을 생성해 보고 싶을 때 활용하면 

효과적이다 또한 강제결합법은 천부적인 창(Park, 2009). 

의적 능력의 차이를 크게 받지 않고 특별한 사전훈련이나 

적극적 사고 과정이 없더라도 기본적인 절차에 따라 자연

스럽게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어 아이디어 발상에 어려

움을 느끼는 초보자도 쉽게 활용할 수 있다(Chung, 

2013). 

이질적 결합에 의한 결과물은 충격적 자극효과 등을 반영  

하여 패션에서 혁신적인 창조성을 위한 자극제로 사용할 수 

있다 패션에서의 이질적인 표현 방법으로는 기(Kim, 2012). 

존의 미의식을 파괴하여 의복의 구성을 무시한 해체적 표현

을 통해 의복 형태의 위치를 전환시키고 왜곡하고 과장시키

곤 한다 또한 시간적공간적 요소에서 (Park & Kan, 2013). ․
서로 어울리지 않는 요소들의 혼합과 성질이 다른 요소와 

다양한 소재의 결합 다른 이국적 문화 요소들과의 결합을 , 

통해 새로운 현대 패션 이미지를 표현하기도 한다(Lee & 

따라서 이질적 요소들의 강제적 결합Kim, 2009). (Kim, 

은 패션디자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유도하는 대표2012)

적인 발상 방법이다. 

강제결합법의 유형2) 

강제결합법의 유형은 의 분류 제시를 근거로 Whiting(1958)

카탈로그 기법 목록 기법(Catalog Techniques), (Listing 

집중된 객체 기법Technique), (Focused Object Technique)

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강제결합법의 세 가. 

지 유형의 공통적인 사고방식은 강제적인 관계를 아이디어 

생성 과정의 시작점으로 이용한다는 점이다. 

카탈로그 기법 은 주제와 연결시킬 요소를 카탈로그나 잡  ‘ ’

지 등의 인쇄물에서 페이지를 무작위로 펼쳐보고 품목 주제 , 

또는 단어들을 임의로 선택하여 주제와 결합하는 방법이다. 

목록 기법 은 주제에 따라 떠오르는 요소들의 사물 이름‘ ’ , , 

품목 아이디어를 먼저 나열하고 이를 기록하여 목록으로 구, 

성하고 각 항목에 번호를 부여하여 구성된 목록을 주제와 

연결시켜 생각해보고 각 항목을 다른 항목과 강제 결합하는 

기법이다 집중된 객체 기법 은 주제에 따라 명확한 목적을 . ‘ ’

두어 고정된 요소를 선택하고 다른 임의의 요소를 선택하여 

임의의 요소의 색상 모양 및 기타 특징들을 열거하여 고정, 

된 요소와 임의의 요소의 특징을 강제 결합한다. 

에 따르면 집중된 객체 기법은 제시된 다른   Whiting(1958)

강제 결합 기법의 유형에 비해 명확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고정된 요소를 미리 선택하여 주제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

에 가장 유용한 형태라고 하였다 즉 다른 유형들은 관계의 . , 

모든 요소들이 다소 무작위적으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특정 

문제에 적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광범위한 반면에 집, 

중된 객체 기법은 요소 하나를 미리 선택해 특정 기존 문제

에 적용할 수 있다.

작품�제작.�Ⅲ

강제결합법을�활용한�한국적�패션디자인�개발�과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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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의 강제결합법 중 집중된 객체기법Whiting ‘ ’

을 적용하여 총 여섯 벌의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집중된 객. ‘

체기법 은 고정된 요소와 임의의 요소로 이루어지며 고정된 ’ , 

요소는 주제에 따라 연관되는 요소를 고정적으로 활용하는 

것이고 임의의 요소는 주제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임의로 어

떠한 요소를 가져와 고정된 요소와 결합하는 것이다 이에 . 

강제결합법의 집중된 객체기법의 과정을 적용한 디자인 개

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적 패션디자인 개발하기 로 주제를 설정한다  , ‘ ’ . 

둘째 주제에 따라 한복 한국적 이미지를 고정된 요소로   , ·

Table� 1.� Fixed� Elements:� Hanbok� and� Korean� Images

The� Composition� of� Hanbok

Jeogori 
Gil, seam on the back, seop, seopko, git, gode, dongjeong, sleeves, baerae, hwazang, arm hole, 

goreum, doryeon(hemline), kkeutdong, yeomim(fastening). 

Skirt
-Composition: Waist band, waist strap, skirt width, pleats.

-Types of skirt waist band: Waist strap malki, shoulder strap malki

Pants

-Composition of men's pants: Waist band, large sapok, small sapok, marupok. 

-Composition of woman's underpants: Waist band, waist strap, bade,  pants widths.

-Type of woman's underwear: Soksokgot, sokbaji, dansokgot

Durumagi 
-Composition is the same with jeogori.

-Hemline comes down to the knees and godets are attached to the side seams.

Hanbok� design� elements

Shape/Line

-Curved lines of the doryeon, baerae, supko, and in-seam line.

-Asymmetric fastening line: Oblique line of git & dongjeong.

-Asymmetric lengths of goreum.

-A or O type silhouette of skirt.

Color

-White, vivid colors from the nature, subtle and light colors.

-Obang colors, Ogan colors.

-Colour coordinations: complementary colours, achromatic colours, tone on tone, tone in tone, 

 multi colours.

Fabric Hemp cloth, ramie cloth, cotton, silk.

Pattern

Plant Peony, lotus, chrysanthemum, blossom, grape, pomegranate, etc.

Animal Tiger, crane, dragon, phoenix, bat, mandarin duck, etc.

Nature The ten traditional symbols of longevity, etc.

Geometry , , etc.卍 亞

Character , , etc.壽 福
Decoration 

Techniques  
-Embroidery, quilt, knot, gold leaf, patchwork, appliqu , jatmulim technique.é

Korean� image

Landscape painting, ink painting, genre painting, folk painting, Hangeul, ceramic ware, patchwork wrapping cloth, 

hahoetal, hanok, dancheong, traditional windows and doors, traditional accessories, etc.

설정한다 이때 한 가지 요소를 고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 

만 디자인 개발에 있어 다양한 변화를 주기 위해 한복 한국·

적 이미지라는 범위 안에 속하는 요소들을 선택적으로 활용

하였다. 즉 한복의 저고리 치마 바지 두루마기의 구성 요, , , , 

소와 한복 디자인 요소의 형태 색채 소재 문양 장식기법 , , , , 

그리고 다양한 한국적 이미지를 활용하였다(Table 1). 

셋째 임의의 요소를 설정한다 먼저 임의의 요소 선정을   , . 

위한 자료 출처로 사회 문화 예술 일반에 드러난 문화현상, , 

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패션 트렌드 키워드를 

다룬 라이프 스타일과 트렌드 을 선(Lee & Park, 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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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다 이 자료는 패션의 예술적 디자인적 문화적 관점. , , 

에서 형성된 거의 모든 패션 이미지 유형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임의의 요소로 한국적 이미지와 전혀 관계없는 패션 , 

이미지를 선정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의도에 부합하는 자료

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제시된 개의 트렌드 키워드. 132

들을 선택지로 하여 펑크 를 임의의 요소로 선정하였다 펑‘ ’ . 

크는 한국이라는 지역성을 가진 한국적 이미지와는 문화적 

거리감과 스타일의 차별성을 보여주는 하위문화 요소로 새, 

로운 한국적 이미지 개발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넷째 펑크에 대해 떠오르는 키워드를 나열한다 이를 위  , . 

해 펑크스타일에 대해 학문적 시각적으로 다양한 사례들을 , 

포괄적으로 분석 정리해 놓은 저서 Punk Style (Sklar, 『 』

를 참조로 대표적인 펑크 요소들을 뽑아 나열하였다2013) .

펑크는 젊은 세대의 사상과 정신의 변혁에 따라 대두된   

것으로 년대에 들어 오일 쇼크로 인해 일, 1970 (Kim, 2007) 

자리를 잃은 젊은 노동자 계층의 청년층의 사회 진출 실패

와 좌절로 사회에 대한 불만과 기성세대에 대한 반항을 구

체적인 표현 양상으로 나타낸 것이다 펑크 (English, 2007). 

패션은 디자이너 비비안 웨스트우드와 영국의 록 밴드 섹스 

피스톨즈 의 음악과 무대의상으로 전파되기 시작(Sex Pistols)

하였으며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던 전형적 미의식에서 탈피한 , 

새로운 미적 감각으로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났다(Kim, 

이전의 청년문화가 남자들에 의해 주도된 반면 펑크2007). , 

는 얌전한 소녀의 이미지를 완전히 전도시키며 관습적인 여

Table� 2.� Arbitrary� Element:� Punk� Fashion

Element� Keyword

Item
Rider jacket, denim jacket, denim pants, T-shirt, exposed underwear, mesh stocking, skirt, casual, 

hooded sweatshirts, hooded zip-up, skinny jean, second hand clothing

Silhouette Narrow fit, loose fit

Color Black, navy, green and grey, red, pink, neon colours, deep dark colors

Fabric Leather, vinyl, PVC

Pattern
Pin stripe, tartan check, cross stripes, stripe, floral, skeleton, leopard, hound tooth check, 

anti-authoritarian image/text

Materials Metal subsidiary materials: Zipper, belt, eyelet, buckle, chain, stud, safety pin, jewelry.

Accessory 
Choker necklace, bracelet, beatle boots, converse, sneakers, motorcycle boots, Dr. Martens boots, 

combat boots

Adjective 
Pointed, threatening, dirty, worn-out, torn, aggressive, contrasting, rough, smeared, punched, 

thick, heavy, in tatters and manipulative, recycled, loose

The others DIY, mohawk hair, dyed hair, tattoo, piercing, silk-screen

성성의 거부함으로써 여자들도 동등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천박하다고 간주될 만한 요소들에서 (Rouse, 1989/2003). 

차용된 사물들이 펑크족 스타일 옷차림의 일부가 되어 다른 ,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공격적이고 불쾌한 감정을 주고자 

파괴적인 양상을 띠면서 허무주의 히스테리 폭력을 패션에 , , 

극적으로 표현하였다(Kim, Ahn, & Cho, 2009).  

펑크 패션의 키워드를 아이템 실루엣 색상 소재 패  , , , , 

턴 부자재 액세서리 형용사 기타로 요소를 분류하여 , , , , 

열거하였다(Table 2). 

다섯째 각각 한복 한국적 요소와 펑크 패션의 요소를   , ·

임의적으로 선택하고 결합하여 러프 스케치를 하였다.

여섯째 디자인한 점의 스케치 중 연구 목적에 부합하  , 52

는 디자인을 선정하기 위해 년 월 일 패션디자이너2019 5 14

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 인과 디자인 평가 과정을 거쳤다4 . 

디자인을 선정하는 기준은 한복 한국적인 이미지와 펑크 패·

션의 디자인 요소가 적절히 결합된 형태를 기준으로 하여 

선택하였다.

일곱째 하나의 컬렉션 구성을 위해 선택된 디자인 중   , 

완전히 차별적인 디자인은 제외하고 주름 표현과 짧은 저

고리 고름 끈의 이미지 지퍼 디테일 위주의 공통적인 , , 

요소를 추출하여 디자인을 수정 보완하였다 이에 따라 . 

최종적으로 원피스 재킷 스커트 상의 티셔츠 팬츠의 , , , , , 

아이템 구성이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하고 디자인성

과 요소들을 고려하여 점을 최종 선택하였다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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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설명�2.�

작품 은 항공점퍼 스타일의 원피스로 구성하였다1 (Figure 

한복 저고리 구성의 짧은 저고리 깃 고름의 모양 한복 1). , , , 

치마 구성의 높은 허리선과 주름 비대칭과 사선의 형태 그, 

리고 펑크 요소인 검은색 비닐소재 버클 지퍼를 모티프로 , , , 

결합하여 디자인하였다. 

짧은 저고리와 한복 치마의 높은 허리선 분할 방식 치마  , 

허리선 아래의 주름과 같이 허리선에 주름을 잡아 풍성하게 

표현하였다 저고리 고름 끈을 응용하여 저고리 고름과 유사. 

한 위치에 버클 과 끈 으로 장식하였으며 저(buckles) (strap) , 

고리의 둥근 깃 형태를 응용하여 목둘레에 시보리 로 표(rib)

현하였다 또한 한복 디자인의 비대칭과 사선의 형태를 적용. 

해 밑단 헴 라인을 좌우 비대칭적인 형태로 디자인하(hem) 

였다 펑크 요소인 지퍼는 장식성과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 

광택 있는 골드색의 메탈 지퍼 를 사용하여 어(metal zipper)

깨솔기선에 장식적 디테일로 표현하였고 여밈은 오픈지퍼

로 표현하였다(open end zipper) .

색상은 검은색을 메인 색상으로 사용하였으며 소재별로   , 

광택감의 차이를 통해 변화를 주었고 골드 색상의 장식 디

테일 부자재로 포인트를 주었다 소재는 면. (cotton) 70 , ％

폴리에스터 혼방의 능직 소재와 비닐 (polyester) 30% (twill) , 

질감의 광택감 있는 폴리우레탄 과 폴리에틸렌(polyurethane)

소재를 본딩 한 타이백 소재(polyethylene) (bonding) (tyvek) 

를 사용하였다. 

작품 는 조끼와 스커트로 구성하였다 한복 저  2 (Figure 2). 

고리 구성의 여밈 깃 섶코 도련 동정 고름의 모양 비대, , , , , , 

칭 사선의 형태 그리고 펑크 요소인 라이더 재킷 검은색, , , 

과 빨간색 가죽소재와 비닐소재 타탄체크 패턴 지퍼를 모, , , 

티프로 결합하여 디자인하였다. 

조끼는 한복의 저고리 여밈 도련 깃 섶코와 비대칭과   , , , 

사선의 형태를 응용하여 라이더 재킷 스타일로 (rider jacket) 

디자인하였다 저고리 여밈 방향과 같은 오른쪽 여밈 방향으. 

로 하였으며 한쪽 몸판의 밑단 헴 라인은 도련의 곡선 형, 

태를 응용하여 좌우를 비대칭적으로 표현하였다 칼라는 저. 

고리 깃 형태를 모티프로 하여 둥글면서 뾰족하게 떨어지는 

섶코의 형태를 응용한 조각을 칼라에 끼워 물려 표현하였다. 

조끼의 사선 형태의 여밈과 주머니에는 광택 골드 메탈 지

퍼를 사용하여 화려한 장식효과를 주었다 치마는 주름과 길. 

이 절개선이 전체적으로 불규칙적인 비대칭 구조로 디자인, 

하였고 저고리 고름을 모티프로 랩 치마의 여밈을 끈 장식, 

으로 표현하였다 저고리를 여몄을 때 겹쳐지는 깃 형태를 . 

랩 치마의 허리선에 적용하여 표현하였고 깃에 부착된 동정, 

의 형태를 응용한 허리벨트에 지퍼 이빨 을 끼(zipper teeth)

워 물려 장식적인 효과를 주었다. 

색상으로는 검은색과 빨간색을 주조색으로 사용하였으며  , 

골드 색상의 부자재로 포인트를 주었다 소재로는 조끼에 크. 

랙 표면감의 인조가죽 소재를 메인으로 사용하고 비(crack) , 

닐 질감인 광택감 있는 폴리우레탄의 메탈릭 한 소(metallic)

재를 부분적으로 사용하였다 치마에는 면 의 타탄체. 100%

크 소재와 면 폴리에스터 혼방의 검정색 능직 60%, 40% 

소재를 사용하였다.

작품 은 오프 숄더 상의와 스커트로 구성하였다  3 (Figure 

한복 저고리 구성의 끝동 모양과 한복 치마 구성의 조끼3). 

허리 말기 주름 모양 사선과 곡선의 형태 한국적 이미지, , , 

인 하회탈 이미지 그리고 펑크 요소인 검은색 비닐소재, , , 

버클 지퍼 아일렛 옷핀을 모티프로 결합하여 디자인하였, , , 

다. 

상의 탑은 한복 치마의 조끼허리 말기를 응용하여 어깨끈  

을 일라스틱 스트랩 과 버클 여밈 형태로 디자(elastic strap)

인하였으며 한복 치마허리 주름을 응용하여 가슴 부위에 주, 

름을 잡은 덧단을 가슴단 요크 에 끼워 물렸다 앞판과 (yoke) . 

뒤판에 펑크 요소인 아일렛 과 옷핀 으로 (eyelet) (safety pin)

장식하였고 몸판 뒤 중심에 오픈 지퍼로 여밈을 넣었다 소, . 

매단은 저고리 소매의 끝동을 응용하여 동색의 광택감 있는 

소재로 표현하였다 치마 앞판 사선 절개선에 금색의 지퍼 . 

이빨을 끼워 물려 장식 효과를 주었으며 치마폭에 하회탈을 , 

모티프로 하회탈의 이미지 일부를 응용하여 절개선을 넣고 

소재를 달리하여 표현하였다. 

검은색을 주조색으로 사용하였으며 동일한 색상이나 광택  , 

감과 표면감이 다른 소재들을 매칭하여 변화를 주었고 골드 

색상의 부자재로 포인트를 주었다 소재는 상의와 스커트에 . 

비닐 질감의 광택감이 있는 폴리우레탄의 메탈릭 소재 블랙 , 

데님 미카도 실크 소재를 조합하여 사(denim), (mikado silk) 

용하였다. 

작품 는 민소매 티셔츠와 멜빵 스커트  4 (suspender 

로 구성하였다 한복 저고리 구성의 여밈 skirt) (Figure 4). 

형태 고름 깃 짧은 저고리의 모양과 비대칭 형태 한국, , , , 

적 이미지인 민화의 호랑이 이미지 그리고 펑크 요소인 , 

검은색과 빨간색 가죽소재 타탄체크 패턴 버클 지퍼, , , , , 

아일렛 옷핀을 모티프로 결합하여 디자인하였다, . 

저고리 고름을 모티프로 스커트의 허리 벨트 부위에 끈   

장식을 표현하였으며 어깨끈은 버클과 아일렛으로 끈 길이 , 

조절이 가능하도록 디자인하였다 스커트는 겹의 레이어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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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하여 두 번째 레이어드에는 민화의 호랑이 이미지를 , 

모티프로 호랑이 눈과 코 호랑이 무늬를 부분 확대한 패턴, 

으로 패치워크 하여 표현하였다 펑크 요소인 타탄체크 패턴. 

을 사용하였고 아일렛과 옷핀으로 헴 라인을 장식하였다 티. 

셔츠의 칼라는 저고리 깃 형태를 응용하여 표현하였고 짧은 , 

저고리의 형태를 짧은 덧단으로 저고리의 비대칭 사선 여밈 , 

모양을 반영하여 티셔츠 네크라인의 연장선을 메탈 지퍼로 

표현하였다. 

색상은 검은색과 빨간색을 주조색으로 사용하였으며 골드   , 

색상의 부자재로 포인트를 주었다 소재로는 스커트에 빨간 . 

타탄체크 패턴의 면 소재를 메인으로 사용하였고 면 100% , 

폴리에스터 혼방의 능직 소재 미카도 실크 인60%, 40% , , 

조가죽 소재를 배색으로 매칭하여 사용하였다 티셔츠에는 . 

면 폴리에스터 스판덱스 혼방의 져지50%, 42%, 8% 

소재를 메인으로 사용하였고 가슴 부위에 표현된 (jersey) 

덧단에는 폴리에스터 의 크레이프 조젯100% (crepe 

소재를 사용하였다georgette) . 

작품 는 캐주얼한 멜빵바지 로 구성하였다  5 (overalls)

한복 저고리 구성의 깃과 여밈 형태 고름 짧은 (Figure 5). , , 

저고리의 모양 남자바지 구성의 큰사폭 작은사폭 마루폭, , , , 

곡선의 형태 조각 잇기 기법 그리고 펑크 요소인 검은색과 , , 

빨간색 가죽 소재와 비닐 소재 아일렛 체인을 모티프로 , , , 

결합하여 디자인하였다. 

멜빵바지의 가슴받이 는 저고리 깃 형태와 저고리 오  (bib)

른쪽 방향의 여밈선을 응용한 절개선에 저고리 고름을 모티

프로 한 끈을 장식하였다 가슴받이의 모양은 저고리를 여몄. 

을 때 겹쳐져 생기는 자 형태의 네크라인과 깃을 응용하V

여 표현하였으며 조각 잇기 기법을 적용하여 서로 다른 재, 

질과 색상의 소재를 패치워크 하였다 어깨끈은 펑키한 요소. 

를 적용하여 서스펜더를 대체한 골드색의 플라스틱 체인으

로 표현하였으며 아일렛과 링 으로 연결하였다 바O (O-ring) . 

지는 한복바지 구성의 큰사폭 작은사폭 마루폭을 모티프로 , , 

절개선을 나누어 다른 재질의 소재를 매칭하여 표현하였으

며 한복 바지자락의 곡선 형태를 응용하여 바지 앞 중심 , 

솔기선을 입체적인 곡선의 형태로 표현하였다. 

색상은 검은색을 주조색으로 사용하였으며 광택감과 표면  , 

감이 다른 블랙 소재들을 매칭하여 변화를 주었고 빨간색의 , 

패치워크와 골드 색상의 부자재로 포인트를 주었다 소재는 . 

폴리우레탄과 폴리에틸렌 소재를 본딩한 비닐 질감의 광택

감이 있는 타이백 소재 블랙 데님 빨간색 폴리에스터 , , 

의 크레이프 조젯 소재 매트 한 표면감의 인조가100% , (matt)

죽 소재를 사용하였다.

작품 은 캐주얼한 데님 재킷과 데님 바지로 구성하였다  6

한복 저고리 구성의 여밈 형태 섶코 깃의 모(Figure 6). , , 

양 여자 속바지 구성의 바대 바지통의 곡선 긴 밑위 사선, , , , 

과 곡선의 형태 장옷 구성의 깃과 동정 고름의 형태 그리, , , 

고 펑크 요소인 검은색 가죽소재 아일렛 옷핀을 모티프로 , , , 

결합하여 디자인하였다. 

재킷의 여밈은 저고리 여밈 방향과 같이 오른쪽 방향으로   

하였으며 네크라인은 저고리를 여몄을 때 겹쳐져 생기는 , V

자 형태의 네크라인을 응용하여 디자인하였다 소매는 저고. 

리 깃 형태를 응용하여 소매산을 없앤 소매 윗부분과 팔꿈

치 부분의 스냅 단추로 플랩 되는 부위를 디자인하였(flap) 

다 후드 는 머리에 뒤집어쓴 장옷 형태를 모티프로 . (hood)

하여 후드 앞 절개선 부분은 깃과 동정을 응용하여 표현하, 

였고 끈은 장옷을 썼을 때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고름의 형

태를 응용하였으며 아일렛과 옷핀으로 장식하였다 한복 바, . 

지자락의 곡선 형태를 응용하여 바지의 덧단과 절개선을 곡

선으로 표현하였으며 여자 한복 속바지 구성의 바대 바지, , 

통의 곡선 긴 밑위를 모티프로 디자인하였다, . 

색상은 검은색을 주조색으로 사용하였으며 광택감과 표면  , 

감이 다른 블랙 소재들을 매칭하여 변화를 주었고 골드 색

상의 부자재로 포인트를 주었다 소재는 재킷과 바지에 블랙 . 

데님을 메인으로 사용하였고 인조가죽 소재와 매트한 표면, 

감의 인조가죽 소재를 부분적으로 사용하였다. 

이상으로 은 작품별 도식화와 착장한 작품 사진  , Table 3

이며 작품에 적용한 한국적 요소와 펑크 요소는 와 , Table 4

같다. 

결론.�Ⅳ

본 연구는 창의적 발상기법인 강제결합법을 사용하여 한국

의 전통 복식인 한복과 한국적 이미지를 발상의 근원으로 

한 새로운 한국적 패션디자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

행되었다 강제결합법은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다양한 이. 

미지를 강제적으로 연관시켜 새로운 패션디자인을 도출하는

데 효과적인 발상법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고정된 요소와 임, 

의의 요소를 대입시켜 창의적으로 발상을 가능케 한 집중‘

된 객체 기법 의 강제결합법을 활용하였다’ . 

작품의 개발 과정은 첫째 한국적 패션디자인 으로 주제   , ‘ ’

설정하였다 둘째 주제에 따라 한복 한국적 이미지를 고정. , ·

된 요소 설정하였다 이때 한복의 구성과 디자인 요소 그리. , 

고 한국적 모티프로 구성하였다 셋째 다양한 트렌드 키워. , 

드 중 하위문화에 속하는 펑크 를 임의의 요소로 설정하였‘ ’



김한나� 서승희� 강제결합법을�활용한�한국적�패션디자인�개발�연구�·� /� � � � � � � 29

Table� 3.� Design�Works�

Flat� drawings Works

1

Figure� 1.�Work� 1
(made by authors)

2

Figure� 2.�Work� 2
(made by authors)

3

Figure� 3.�Work� 3
(made by auth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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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tinued

Flat� drawings Works

4

Figure� 4.� Work� 4
(made by authors)

5

Figure� 5.� Work� 5
(made by authors)

6

Figure� 6.� Work� 6
(made by auth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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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Hanbok� &� Korean� Elements� and� Punk� Elements� Applied� to� the�Work� Designs

Design Hanbok·Korean� Image� Element Punk� Element

1

Jeogori: Short length, git, goreum∙
Skirt: High waistline, pleats ∙
Shape: Asymmetry, oblique line∙

Color: Black ∙
Material: Vinyl, buckle, zipper∙

2

Jeogori: Yeomim, git, supko, doryeon, dongjeong, ∙
  goreum 

Shape: Asymmetry, oblique line∙

Item: Rider jacket∙
Color: Black, red∙
Material: Leather, vinyl, zipper∙
Pattern: Tartan check ∙

3

Jeogori: Kkeutdong ∙
Skirt: Vest waist of the shoulder waist strap, pleats∙
Shape: Oblique line, curved line∙
Korean image: Hahoe mask∙

Color: Black∙
Material: Vinyl, buckle, zipper, eyelet, ∙

  safety pin

4

Jeogori: Short length, yeomim, git, goreum∙
Shape: Asymmetry∙
Korean image: Tiger image of folk painting∙

Color: Black, red∙
Material: Leather, buckle, zipper, eyelet, ∙

  safety pin

Pattern: Tartan check∙

5

Jeogori: Short length, yeomim, git, goreum∙
Men’s pants: Large sapok, marupok, small sapok ∙
Shape: Curved line∙
Decorative technique: Patchwork∙

Color: Black, red∙
Material: Leather, vinyl, eyelet, chain∙

6

Jeogori: Yeomim, supko, git∙
Woman’s underpants: Bade, the curve of pants width, ∙

  high-rise

Jangot: Git, dongjeong, goreum∙
Shape: Oblique line, curved line∙

Color: Black∙
Material: Leather, eyelet, safety pin∙

다 넷째 펑크 패션 디자인 요소와 아이템을 열거하였다. , . 

다섯째 각각 고정된 요소와 임의의 요소를 선택적으로 골라 , 

결합하여 러프 스케치를 하였다 여섯째 연구 목적에 부합. , 

하는 디자인을 선정하기 위해 디자인 평가 과정 거쳤다 일. 

곱째 디자인 수정 보완을 거쳐 총 여섯 벌의 디자인을 선, 

정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총 여섯 벌의 여성복을 제작. 

하여 연구 결과로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로 제시한 여섯벌의 작품으로 구성된 콜렉션의   

전체적인 이미지는 펑크 스타일의 현대적인 일상복으로서의 

여성복으로 구성하였으며 디자인 개발에 대한 내용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아이템은 원피스 벌 조끼 벌 스커트 벌 상의  , 1 , 1 , 3 , 

벌 바지 벌 재킷 벌로 구성하였다(top) 2 , 2 , 1 . 

둘째 디자인에 적용한 한복 구성 요소로는 저고리 구성  , 

의 짧은 길이와 깃 고름 여밈 섶코 도련 동정 끝동을, , , , , , , 

장옷 구성의 깃 동정 고름을 응용하였다 또한 치마 구성, , . , 

의 높은 허리선 주름 조끼허리 말기와 남자 바지 구성의 , , , 

큰사폭과 작은사폭 마루폭 여자 속바지 구성의 바대와 바, , 

지통의 곡선 긴 밑위를 적용하였다 이외에도 한복의 형태, . 

에서 보여지는 비대칭 사선 곡선의 선적인 특징과 조각 잇, , 

기와 같은 장식기법을 활용하였으며 하회탈 민화의 호랑이, , 

와 같은 한복 이외의 전통적인 한국의 이미지 요소를 응용

하였다. 

셋째 디자인에 적용한 펑크 요소로는 라이더 재킷 아이  , 

템과 검정색과 빨간색 위주의 강렬한 색상 비닐과 인조 가, 

죽 같은 인조 소재와 타탄체크 패턴 그리고 버클 지퍼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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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렛 옷핀 체인과 같은 금속 부자재를 활용하였다, , .

시각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요소를 맥락적인 연계 없이 무  

작위로 적용하는 포스트모던적 사고의 확장에 효과적인 강

제결합법을 적용한 본 연구의 디자인 개발에는 전체적으로 

한국적인 디자인 요소를 디자인의 형태와 디테일 요소로 펑, 

크 요소를 아이템과 색상 소재 부자재에 활용하였다, , . 본 

연구는 한국의 전통적 가치가 담긴 한국적 이미지를 젊은 

감성의 펑크 스타일에 적용함으로써 현대적인 한국적 패션

디자인 개발의 다양한 가능성의 일례를 제시하였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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