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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d present the modern men’s 

hip-hop fashion designs using the design elements of Hanfu which is a 

traditional culture of China as a motif by applying the SCAMPER technique. In 

the research methods, this study conducted the literature review and work 

production. In the process of work development, first, after setting up the 

concept, a design map was produced. Second, the characteristics of hip-hop 

fashion style and the design elements of Hanfu were organized. Third, this 

study developed the hip-hop fashion designs reinterpreting the design elements 

of Hanfu into modern hip-hop styles by applying the SCAMPER conception list. 

Fourth, Fourth, of the developed designs, the finally decided upon designs were 

produced into real six articles, which included a T-shirt, shirt, zippered sweater, 

jumper, denim jacket, long jumper, denim pants, baggy pants, and short pants. 

This study offers the possibility of developing Chinese hip-hop fashion design 

targeting the emerging Chinese hip-hop fashion market by suggesting hip-hop 

fashion designs with the characteristics of Chinese traditional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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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시대적 공간적 문화 공유와 융합 현상이 확대되면서 패션 ·

디자인에서도 문화적 융합현상이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중국의 전통 복식은 세계의 주류 . 

패션 문화와 결합 발전 과정을 통해 현대 패션디자인 개발, 

의 소스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글로벌 문화융합현상의 일. 

례인 힙합 문화는 하위문화로 시작되어 시간이 지(Hip-hop)

남에 따라 대중문화로 자리를 잡았고 힙합 문화의 대표적인 

표현매체인 힙합 패션도 독립적인 패션스타일로 확립되었다

년 말에 등장한 힙합음악 오디션 프로그(Park, 2011). 2017

램인 중국에 힙합이 있다 는 힙합문화를 중국에 알리고 관‘ ’

심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며 힙합 문화의 (Fan, 2019), 

성장과 더불어 힙합 패션이 새로운 패션 스타일로 중국 패

션 시장에서 확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년 기준 중국 . 2020

패션 시장 현황은 글로벌 브랜드를 모방하는 수준으로 아직 

성숙한 힙합 패션 스타일 체계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의 힙합패션 시장 확장을 위(Chen, 2010). , 

해서는 중국 문화를 담아 중국 소비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

는 새로운 힙합 패션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중국의 주류 . 

민족인 한족의 전통 복식은 하 상 주 시대부터 명나라 시대· ·

까지 년경 년 한족 문화를 바탕으로 형성한 (B.C. 2000 ~1644 ) 

복식 체계인 한푸이며 중국 소비자들에게 접근(Zuo, 2011), 

할 수 패션디자인 개발에 의미 있는 소스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패션디자인은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해야 하고 유행  , 

의 주기는 짧아지고 소비자들이 패션상품의 심미성과 독창

성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분야

보다도 예술적 창의성이 강조되는 영역이다(Kwon & Kim, 

창의력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발상법 중 2019). 

스캠퍼는 체크리스트와 같이 지표를 통해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관점으로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복합

적 사고를 유도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패션 디(Lee, 2016). 

자인은 다양한 요소로 구성됨에 따라 디자인 전개 과정이 

복잡하고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므로 스캠퍼는 

구체적인 지표를 활용하여 다양한 디자인 요소를 세분화시

켜 아이디어를 전개할 수 있다(Lee, 2016). 

관련 선행연구로 첫째 힙합 패션에 관한 연구는 힙합 스  , 

타일의 분류 및 특성 분석 연구(Eom, 2014; Lee, 1998), 

힙합 음악과 힙합 패션 스타일의 연관성 분석 연구(Fan, 

중국 힙합 2019; Kang, 2010; Kwon, 2000; Park, 2011), 

패션 스타일의 현황에 대한 분석 가 있다 둘째(Kang, 2018) . , 

한푸에 관한 연구는 한푸의 미적 특징을 분석하여 활용한 

현대 패션디자인 개발 한푸의 특징과 한푸에 담(Lin, 2016), 

은 한민족 전통문화에 대한 분석 연구(Fu, 2009; Li, 2010; 

가 있다 셋째 스캠퍼 발상 기법에 Ma, 2014; Zuo, 2011) . , 

관한 연구로는 패션디자인 프로세스에서 창의적 발상법에 

관한 고찰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스캠퍼 표현방(Lee, 2016), 

법에 관한 연구 스캠퍼에 의한 한국적 (Yoo & Ha, 2008), 

이미지의 복식 디자인 분석 스캠퍼 기(Choi & Kim, 2014), 

법을 활용한 패션디자인 발상 연구 과 (Eom & Kim, 2014)

패션디자인 개발을 위한 스캠퍼 기법의 적용 연구(Suh, 

를 볼 수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힙합 패션 스타일의 2019) . 

관한 연구는 모두 년대의 스타일에 그쳤고 이후의 스타2000

일 변화에 대한 분석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

라 중국 전통 문화요소를 담아 중국 시장에 맞는 힙합 패, 

션 스타일 개발은 전무하다 또한 스캠퍼 기법을 적용하여 . , 

의상 디자인을 개발하는 과정을 제시하고 패션 디자인 분야

에서의 스캠퍼 기법의 유효성을 제시한 연구 역시 제한적이

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스캠퍼 기법을 활용하여 중국   

전통 문화인 한푸의 디자인 요소를 모티브로 한 현대적인 

힙합 패션디자인을 개발 제시하는 것이다 한푸 특징을 활용. 

한 힙합 스타일의 패션디자인 개발하여 중국 주류 전통 문

화인 한푸에 대한 관심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한푸에 담은 중

국 복식 문화와 미의식을 파악하고 패션디자인의 아이디어 

소스로 활용함으로써 중국 소비자의 스타일에 맞은 새로운 

힙합 패션 디자인을 제시함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작품제작으로 진행하였다 한푸  . , 

힙합과 스캠퍼 기법 관련 서적과 논문 그리고 관련 사이트

를 중심으로 고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작품 제작은 스캠퍼 , 

기법의 발상과정에 따라 디자인 개발을 하여 총 여섯 벌을 

실물 제작하였다.

미국 대중문화 매거진인 플러드 매거진  (Flood Magazine) 

에 따르면 힙합문화는 년대에 들어 대중Baker, 2019) , 2000

문화로 성장하였으며 년대에 주류 사회에 완전히 통합, 2010

되어 대중문화의 트랜드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평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년대의 힙합 패션이 . 2010

대중문화의 주류로 세계적으로 주목할 만한 변화를 가져온 

시기라고 보고 년대 이후의 힙합 패션 스타일을 본 연, 2010

구의 작품 개발을 위한 연구범위로 설정하였다 특히 남. 녀 

구분이 없는 유니섹스 스타일의 힙합패션이 년대 남녀2010

의 패션스타일은 분리된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는 중국 시장의 힙합패션을 주도하는 남성복 패션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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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론적�고찰II.�

한푸1.�

한푸의 구성과 특징1) 

한족은 중국 고대 시기부터 존재하기 시작하여 역사의 발전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대이주와 타민족과의 용합을 통해 현

재 중국의 주류 민족으로써 중국 총 인구의 를 차치91.51%

하고 있다 한푸는 천년 역사 중("Han nationality," 2020). 4

에 한족 문화를 기반으로 자연스럽게 진화하면서 형성된 타 

소수민족과 구별되는 한족 전통 의상이며 일정한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족이 중국 (Lin, 2016). 

대륙을 지배한 시기를 중심으로 한푸에 대해 고찰하였다.

Table� 1.� Composition� of� Hanfu� Top� Item

Item Gokgo� shimuy Jikgo� shimuy Po

Flat 

Drawing

Figure� 1.� Gokgo� Shimuy Figure� 2.� Jikgo� Shimuy Figure� 3.� Po

Item Yoo Oh Sam

Flat 

Drawing

Figure� 4.� Yoo Figure� 5.� Oh Figure� 6.� Sam

Item Baeja Banbi Bigab

Flat 

Drawing

Figure� 7.� Baeja Figure� 8.� Banbi Figure� 9.� Bigab

(all pictures drawn by authors)

한푸의 구성체계는 크게 상하의가 붙은 의복 구조와 상하  

의가 분리된 상의하상 의‘ ’ 두 가지 구조로 나눌 수 있다 .  

상하의가 붙어있는 의복은 황제 및 백관의 관복 및 상복으

로 많이 착용되었던 심의 포 와 같은 전통 예복의 ( ), ( )深衣 袍
형태이며 상의에 해당하는 의 와 하의에 해당하는 상, ( )衣

으로 구성된 상의하상 의 구조는 의 에는 유 오( ) ‘ ’ ‘ ’ ( ), 裳 襦
삼 배자 반비 비갑 등이 있으( ), ( ), ( ), ( ), ( ) 袄 衫 褙子 半臂 比甲

며 상 에는 고 와 군 이 있다‘ ’ ( ) ( ) (Shen, 2004)(Table 1, 2).裤 裙
심의 는 몸을 완전히 감싸는 옷으로 상나라 시대에 처음  ‘ ’ , 

으로 등장한 한푸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 중 하나이다 심의. 

는 옷섶을 연장한 삼각형 형태의 옷자락이 뒤 몸판까지 감

싸는 형태인 곡거 심의와 직사각형로 떨어지( ) (Figure 1), 曲裾
는 옷섶과 옷자락 형태에 직사각형로 떨어지는 옷섶과 옷자

락 형태에 끈으로 여민 형태인 직거 심의 로 ( ) (Figure 2)直裾
나눌 수 있다 심의의 특징은 첫째 길이가 복숭(Lin,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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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osition� of� Hanfu� Bottom� Item

Item Gaedanggo Habdanggo Bakgo Gun

Flat 

Drawing

Figure� 10.� Gaedanggo Figure� 11.� Habdanggo Figure� 12.� Bakgo Figure� 13.� Gun

(all pictures drawn by authors)

Table� 3.� Types� of� Hanfu� Collars

Type Round� collar Straight� collar Diagonal� collar

Flat drawings

Figure� 14.� Round� Collar Figure� 15.� Straight� Collar Figure� 16.� Diagonal� Collar

Type Square� collar Heart� shaped� collar

Flat drawings

Figure� 17.� Square� Collar Figue� 18.� Heart� Shaped� Collar

(all pictures drawn by authors)

아뼈나 땅에 끌릴 정도까지 오며 옷의 양옆을 트지 않았다. 

둘째 옷섶을 삼각형 혹은 직사각형으로 연장하고 허리위치, 

에 끈으로 돌려 묶은 곡거형태와 직거 형태가 있었다(Ge & 

셋째 옷자락에 무지 혹은 자수로 문양을 놓은 Qu, 2019). , 

옷감으로 테두리장식을 하고 넓은 허리띠를 허리에 매었다

넷째 재단법에 있어 심의는 상하부분을 나(Shen, 2004). , , 

누어 재단하고 봉합하여 허리 절개선이 있었다.

위진남북조 시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심의보다 포  (Figure 3) 

위주로 착용되었으며 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하. , 

를 구분하지 않고 통으로 재단함으로써 허리 절개선이 없는 

재단법이 있으며(Hua, 1989/1992) 이러한 재단법은 전통적 

인 심의의 제작 방법보다 쉽게 제작할 수 있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둘째 길이가 복숭아뼈나 땅에 끌릴 정도까지. , 

오며 옷의 양옆은 종아리에서부터 밑단까지 트였다 셋째. , 

옷깃 형태는 교령우임의 둥근 모양인 원령 과 직선 모( )圆领
양의 직령 으로 만들어졌다( ) . 直领

유 는 길이가 허리까지 오는 짧은 기장이기  ‘ ( )’(Figure 4)襦
에 단유 라고도 하였으며 하의인 군 과 같이 입어 ‘ ( )’ , ‘ ’短襦
유군 이라는 일종의 상의하상의 형태를 구성하였다‘ ( )’ . 襦裙
유는 전국시대에 처음 나타났으며 한나라 시대부터 여성들

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입는 복식으로 자리 잡았다 (Li, 

유의 옷깃은 심의와 동일하게 교령우임 의 기본적인 2010). ‘ ’

형태로 만들어졌으며 옷깃의 끝자락을 허리 양측에 끈으로 

묶어 여몄다 유에서 원령 과 직령 뿐만 . (Figure 14) (Figure 15)

아니라 비스듬한 사령 각이 진 방령( )(Figure 16), (斜领 方
그리고 자형의 계심령)(Figure 17) V ( )(Figure 18) 领 鸡心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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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ypes� of� Hanfu� Sleeves�

Type Straight� sleeve Arrow� shaped� sleeve Chuihu� Sleeve

Flat� Drawing

Figure� 19.� Straight� Sleeve Figure� 20.� Arrow� Shaped� Sleeve Figure� 21.� Chuihu� Sleeve

Type Pipa� sleeve Wide� sleeve Square� sleeve

Flat� Drawing

Figure� 22.� Pipa� Sleeve Figure� 23.�Wide� Sleeve Figure� 24.� Square� Sleeve

(all pictures drawn by authors)

등 다양한 형태의 옷깃이 나타났다 소매는 직수(Table 3). 

전수 소매통이 넓고 소( )(Figure 19), ( )(Figure 20), 直袖 箭袖
매부리가 갑자기 좁아진 곡선 형태의 수호수( )(Figure 垂胡袖

와 비파모양인 비파수 가 있다21) ( )(Figure 22) (Lin, 琵琶袖
2016)(Table 4). 

오  ‘ ( )袄 는 유의 형태를 기초로 변형해 두껍고 ’(Figure 5)

튼튼한 천으로 안감을 만들고 여러 겹의 면으로 포개어 만

든 경우가 많았다 오는 유와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지만. , 

유의 길이가 허리까지 오는 짧은 기장인 반면 오의 길이는 

허리아래까지 내려와 유보다 긴 편이다. 

삼 의 옷깃은 직령 형태이며 안감 없이 얇  ‘ ( )’(Figure 6) , 衫
고 가벼운 면사 혹은 비단으로 만들어져 봄이나 여름에 주

로 착용하였다 삼 은 소매통이 큰 광수 혹. ’ ( )(Figure 23) 广袖
은 네모모양의 통 큰 소매 형태인 방수 소( )(Figure 24) 方袖
매 모양으로 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Chen, 2012).

배자 의 옷 길이는 무릎까지 오며   ‘ ( )’(Figure 7)背子 옷깃은 

직령 형태로 앞을 여미지 않고 착용하였다. 소매 형태로는 

좁은 소매와 넓은 소매가 모두 있으며 몸판 양 옆선에는 겨

드랑이 밑이나 허리부터 밑단까지 길게 트임이 있고 옷깃과 

옷자락 밑단 옆트임에 이르는 연결된 선의 테두리를 다른 , , 

색상의 원단으로 장식한다. 

반비 는 짧은 반팔 소매 길이의 짧은 상  ‘ ( )’(Figure 8)半臂
의로 유 위에 덧입었다 반비의 형태는 유로 변형해왔는데 ‘ ’ . 

옷깃은 직령형태로 가운데에서 허리끈으로 여몄다.

비갑 은 원나라 년 년 시대에   ‘ ( )’(Figure 9) (1271 ~1368 ) 比甲
처음으로 등장하여 황제의 상복으로 입혀졌다 명대에 접어. 

들어 여자들이 비갑을 입기 시작하였고 명대 중엽에 유행하

여 유 와 오 위에 덧입었다 비갑은 소‘ ’ ‘ ’ (Hua, 2004/2008). 

매 없는 배자의 형태로 네모모양인 방령에 옷자락을 가운데

에 여미는 특징이 있다.

고 는 전체적으로 개당고 와 합당고  ‘ ( )’ ( ) ( ) 裤 开裆裤 合裆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초기에 고는 심의 안에 입는 속바. 

지로 바지통만 있고 가랑이가 없어 양쪽 허리부분에 달려 , 

있는 끈으로 허리를 둘러 묶었다 춘추전국 시기에 이르러서. 

는 기마의 편리를 위해 앞판의 바지통을 허리 위로 연장하

여 양 바지통의 앞 허리부분을 봉합하고 가랑이부터 뒤 엉

덩이 부분은 봉합하지 않았으며 앞판 허리밴드의 양끝에 달

려있는 끈을 허리에 둘러 묶을 수 있도록 개량되어 개당고‘ ’

라는 고 가 유행하였다 합당고 는 가‘ ’ (Figure 10). (Figure 11)

랑이 부분은 봉합하고 바지통을 넓은 형태로 위진 남북조 ·

시대부터는 헐렁한 바지통에 무릎 아랫부분을 끈으로 묶기 

시작하여 수 당 시대에까지 유지하였다 이러한 양식은 박· . ‘

고 라고 부르기도 하며 합당고의 일종으로 ( )’(Figure 12)缚裤
위진 남북조 시대에 군사복식으로 착용되다가 송나라 시대에 ·

와서는 일반복식으로 보편화되었다(Li, 2010).

군 은 최초에 원시인의 나뭇잎 치마나 동물 가죽 치  ‘ ( )’裙
마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주나라 시대에 면 비단 등의 원, , 

단으로 제작되어 궁중복식으로 착용되었다 군(Fu,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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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
Dragon� Pattern

(www.sohu.com)

Figure� 26.�
Phoenix� Pattern
(www.sohu.com)

Figure� 27.�
Location� of� Boja

(www.sdmuseum.com)

은 실크 원단 폭 을 봉합하며 (Figure 13) 4 (200cm~240cm)

밑단이 넓은 통치마 형태였다 당나라시기(Hua, 2004/2008). 

에 군 의 형태는 ‘ ’ 다양해졌고 특히 넓고 긴 것을 선호하였기

에 폭보다는 폭 혹은 폭4 6 (300cm~360cm) 8 (400cm 

으로 만들어 주름 분량을 늘리는 동시에 높이를 가~480cm)

슴 위까지 올리는 긴 군을 입었다(Li, 2010). 

한푸의 색상과 문양2) 

한푸는 주나라 시대에 복식제도를 확립함에 따라 색상에 있

어서도 당시 중국 한민족의 전통 문화중 하나인 음양오행 ‘

사상을 근거로 하여 사용되었다 음양오행( )’ . ‘ (阴阳五行 阴
에서 음양 이란 모든 사물에 있는 상호 대립하면서)’ ‘ ’阳五行

도 상호 연결하는 두 기운을 말하며 오행 이란 자연계에 모‘ ’

든 사물의 현상 및 변화가 이 다섯 물질의 끊임없는 움직임

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다 음양오행 학에 청(Wang, 2014). ‘ ’

색은 목 적색은 화 백색은 금 흑색은 수 황색은 토를 의, , , , 

미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푸에는 정색 이라 불리는 , ‘ ( )’ 正色
청색 적색 백색 흑색 그리고 황색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 , , 

다 그 외에 정색에 상응한 간색 이 있는(Zuo, 2011). ( )间色
데 한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간색으로는 녹색 홍색 벽, , 

색 자색 갈색이다, , .

한푸의 문양은 염색 혹은 자수를 통해 표현하여 장식적인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관복 제도 측면에서는 문양으로 관

직을 구분하기도 하며 문양의 종류로는 십이장 문양, (十二
동물 문양 식물 문양 기하학 문양으로 구분할 수 ), , , 章纹

있다.

첫째 십이장 문양은 주나라 시대에 처음 나타나 청나라   , 

말까지 사용하였으며 한푸의 한민족 문화를 담은 대표적인 

문양이다 십이장 문양은 개의 사물인 해 달 별. 12 ( ), ( ), 日 月
산 용 새 술잔( ), ( ), ( ), ( ), (星辰 群山 龙 华虫 宗彝 물풀 불), ( ), 藻

쌀 도끼 보 로 구성되었으며 황제와 고( ), ( ), ( ), ( )火 粉米 黼 黻

관들의 예복에서 사용하였다. 

둘째 동물 문양은 용 봉황 조류 포유류 등으로 세분화  , , , , 

할 수 있다 용 문양은 보통 황제만 입을 수 있는데 이것은 . , 

중국 신화에서 용은 바람과 빗물을 지배하여 길상과 왕권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봉황 은 신화에서 (Figure 25). (Figure 26)

조류의 왕으로서 용과 같이 길상을 상징하기에 봉황 문양은 

황후 혹은 귀비만 입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조(Li, 2010). 

류와 포유류는 문관과 무관을 대표하며 자수 문양의 보자

를 관복에 달린다 관품에 따라 세분화하( ) (Figure 27). 补子
여 문관은 선학 금계 공( )(Figure 28), ( )(Figure 29), 仙鹤 锦鸡
작 기러기 백한( )(Figure 30), ( )(Figure 31), (孔雀 云雁 白

백로 수계)(Figure 32), ( )(Figure 33), ( )(Figure 鹇 鹭鸶 鸂鶒
메추라기 까치 로 표34), ( )(Figure 35), ( )(Figure 36)鹌鹑 练鹊

현하였다 또한 무관은 기린 사자. ( )(Figure 37), (麒麟 狮
호랑이 표범)(Figure 38), ( )(Figure 39), ( )(Figure 40), 子 虎 豹

곰 표 무소( )(Figure 41), ( )(Figure 42), ( )(Figure 熊 彪 犀牛
말 문양으로 계급을 나타내었다43), ( )(Figure 44) 马 (Li, 

2010)(Table 5, 6). 

셋째 식물 문양은 각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포도  , , 

는 후손의 번성 박은 풍작 연꽃은 청렴 모란꽃은 부귀 송. , , , 

죽매는 고결한 절조를 상징하였다 육조 시대에는 연꽃 문. 

양 당나라 시대에는 모란꽃 문양 원나라 시대에는 송죽매 , , 

문양이 유행하였다. 

넷째 기하학 문양은 주로 원형 사각형 마름모꼴 형과   , , , 

육각형이 있으며 동물 식물 문양과 배합해 표현하였다· .

힙합�패션2.�

힙합 패션의 개념 및 유래1) 

힙합이라는 단어는 최초에 미국 흑인들이 엉덩이를 튀기면

서 걷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이후 디제이 들이 춤추는 , (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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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ivil� Officers’� Boja

Class First Second� Third Fouth Fifth

Boja

Figure� 28.� Crane Figure� 29.� Chicken
Figure� 30.�
Peafowl

Figure� 31.
Aix� Galericulata

Figure� 32.
Silver� Pheasant

Class Sixth Seventh Eighth Ninth

Boja

Figure� 33.� Egret Figure� 34.� Xichi� Figure� 35.� Quail Figure� 36.� Sparrow

(Yang & Li, 2019, pp.120-121)

Table� 6.� Military� Officers’� Boja

Class First Second� Third Fourth� Fifth

Boja

Figure� 37.� Kylin Figure� 38.� Lion
Figure� 39.�
Leopard

Figure� 40.� Tiger Figure� 41.� Bear

Class Sixth Seventh Eighth Ninth

Boja

Figure� 42.� Tiger-Cat Figure� 43.� Rhinoceros Figure� 44.� Horse

(Yang & Li, 2019, pp.120-121)

사람들을 위해 디제잉 할 때 선율에 맞춰 랩 가사를 즉(Rap)

흥적으로 부르면서 랩 음악이 시작된 것이 기원이다(Rap) . 

이러한 유래로 힙합은 흑인으로부터 형성된 춤과 음악의 장

르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Lee, 1998). 

힙합 패션은 힙합 문화의 구성 요소 중 하나로 흑인들의  

생활방식과 가치관을 시각적으로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힙. 

합 패션스타일의 유래에 관한 의 연구에 따르면Lee(1998) , 

첫째 빈민가에 살던 흑인 세들이 아버지 혹은 형제의 옷, 2

을 물려 입었기 때문에 오버사이즈(Oversize)의 형태인 힙합 

스타일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설이다 둘째 혼란스러운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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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자란 젊은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 총기 마약 판매 활, 

동을 하는데 권총과 총탄 그리고 마약 등을 소지하기 위해 

통 넓은 바지와 주머니가 많은 패션스타일이 필요했다 셋. 

째 아프로 아메리칸과 히스패닉들이 불법 활동으로 감옥에 , -

갇히며 배급받은 죄수복은 각자의 사이즈를 맞추기 힘들기 , 

때문에 바지는 헐렁하고 속옷이 드러날 정도로 아래로 흘러

내려 바지부리가 땅에까지 끌릴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형태. 

는 일상복으로 전해져 일종의 스타일로 자리 잡았다 넷째. , 

년대 말부터 년대에 미국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1980 1990

의류브랜드의 대규모 생산이 이루어졌으며 재고 문제가 발

생하였다 기업들이 파격적인 세일을 실행하였는데 판매된 . 

재고는 대부분 큰 사이즈로 남은 것이며 흑인들이 비싼 수

선비를 부담할 수 없이 오버사이즈를 그대로 입을 수밖에 

없었다 이후 이러한 옷차림은 패션 스타일로 자리 잡아 유. 

행하기 시작하였다.

힙합 패션스타일은 초기에는 흑인들의 가난한 삶과 혼란  

스러운 생활환경이 연관되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

으나 힙합 문화가 세계적으로 전파되면서 하위문화로서의 , 

한계를 벗고 새로운 대중 문화로 성장하게 되었다.

 

힙합 패션의 변천2) 

년대(1) 1980

년대의 힙합 음악은 랩 위주의 음악적 스타일로1980 , 1985

년 이전의 올드 스쿨 과 년 이후의 뉴 스(Old School) 1985

쿨 로 나눌 수 있으며 각 음악 스타일의 힙합 (New School)

뮤지션에 따라 서로 다른 패션 스타일을 보여주었다(Eom, 

2014). 

올드 스쿨 힙합 패션 스타일은 전체적으로 품이 넓은 오  

버사이즈 형태의 아이템들과 편안하고 활동적인 스포티브 

스타일이며 주요 아이템으로는 운동선수를 연상케 하는 트, 

레이닝복 헐렁한 스포츠 집업의 민소매 티셔츠 무지의 오, , 

버사이즈 티셔츠 청바지 등이 있다 또한 브레이크 댄스를 , . 

Figure� 45.� Old� School� Sportive� Hip-hop� Style
(www.hip-hop-music.fandom.com)

Figure� 46.� New� School� Sportive� Hip-hop� Style,� 1984
(www.rundmc.com)

출 때 활동성을 위해 신발은 주로 운동화를 신고 헤드 스, 

핀을 할 때 머리 보호를 위해 스냅 백 을 썼으며(Snapback) , 

액세서리로는 반짝거리는 메탈 체인을 여러 겹 목에 걸고 

굵은 반지를 꼈다 색상은 일반적으로 어두운 모노톤으로 전. 

체적으로 무거운 분위기를 보여주었다(Figure 45). 

뉴 스쿨 힙합 패션 스타일은 올드 스쿨의 스포티브 스타  

일을 계승하면서도 무거운 분위기보다 힙합 댄스에 적합하

도록 너무 크지 않으며 세련된 스포티브 스타일의 활동적인 

이미지로 변화하였다 아이템으로는 오버사이즈 (Eom, 2014). 

티셔츠와 스웨트 셔츠 스포티브한 야구점퍼와 트레이닝 슈, 

트 헐렁한 청바지 트레이닝팬츠 배기팬츠 선글라스 스낵 , , , , , 

백 위주의 다양한 모자 등이 있으며 얇은 메탈 체인을 여, 

러 개를 겹쳐 착용하는 대신 이전보다 과하게 굵은 체인을 

썼다(Figure 46). 

년대(2) 1990

년대 후반부터 년대 말까지는 힙합의 황금기 시대1980 1990

이며 이 시기의 힙합 음악은 크게 로스앤젤레(Eom, 2014), 

스를 중심으로 한 웨스트 코스트 힙합과 뉴욕(West coast) 

을 중심으로 한 이스트 코스트 힙합으로 구분할 (East coast) 

수 있다. 

갱스터 스타일로 대표되는 웨스트 코스트 힙합 패션 스타  

일은 죄수복을 연상케 하는 오버사이즈의 무지 티셔츠 작업, 

복 데님 재킷 바짓부리가 발목에 쌓이는 길고 헐렁한 청바, , 

지나 린넨 바지로 대표되며 선글라스를 밤낮을 가리지 않고 , 

썼으며 스냅백을 주로 착용하였다 그 외에 페이(Figure 47). 

즐리 문양의 네커치프 를 머리에 묶은 (Pasiley) (Neckerchief)

스타일과 다양한 부위의 피어싱을 유행시키기도 하였으며, 

색채는 일반적으로 검정색 짙은 회색 네이비 그리고 암녹, , 

색 등으로 다크하고 불량한 분위기를 보여주었다 웨스트 코. 

스트 힙합 패션스타일은 갱스터 스타일만이 아니라 보다 밝

은 색상의 무지나 체크 패턴의 오버사이즈 셔츠와 티셔츠 

그리고 청바지로 구성된 캐주얼 힙합 스타일과(Figure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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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보다 큰 핏의 농구 티셔츠나 트레이닝복에 어두운 1980

칼라의 데님 배기 바지를 입는 스포티브 스타일도 함께 나

타났다. 

이스트 코스트 힙합 패션 스타일은 웨스트 코스트에 비해   

다양한 아이템과 컬러풀한 배색으로 보다 화려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그들은 체크 남방 캐주얼 나시 그리, 

고 비아이지 가 유행시킨 오스트레일리아 브랜드 쿠지(BIG)

스웨터의 상의에 속바지가 보이도록 흘러내리는 배(Coogi) , 

기바지나 헐렁한 청바지에 스냅 백 비니 모자 베레 모자를 , , 

쓰는 경우가 많았고 골드체인과 반지를 착용한 캐주얼한 스

트리트 힙합 스타일을 선호하였다(Eom, 2014)(Figure 49). 

한편 이스트 코스트의 스포티브 힙합 스타일에는 이전보다 , 

더 커진 오버사이즈의 농구 티셔츠나 야구 셔츠 맨투맨 후, , 

드 티셔츠 그리고 헐렁한 작업복에 과하게 흘러내리는 청바

지나 트레이닝 저지 바지 화려한 색상의 스낵 백 비니모, , 

자 금체인 그리고 네커치프 등이 있다, (Figure 50).

년대 (3) 2000

년대 전반의 패션 스타일은 오버사이즈의 스포티브한 2000

힙합 스타일로 오버사이즈 티셔츠나 농구 티셔츠에 땅에 끌, 

린 정도로 통이 넓고 긴 저지 바지를 입거나 트레이닝 슈트

Figure� 47.�
West� Coast� Gangster� Hip-hop�

Style,� 1991
(www.morrisonhotelgallery.com)

Figure� 48.�
West� Coast� Casual
� Hip-hop� Style

(www.gq-magazine.co.uk)

Figure� 49.�
East� Coast� Casual�
Hip-hop� Style

(www.gettyimages.com)

Figure� 50.�
East� Coast� Sportive�

Hip-hop� Style
(www.gettyimages.com)

Figure� 51.�
2000s� Sportive�
Hip-hop� Style

(www.marshallmathers.eu)

Figure� 52.�
2000s�Mix� Match�
Hip-hop� Style

(www.wmagazine.com)

Figure� 53.�
2010s� Casual�
Hip-hop� Style

(www.gettyimages.com)

Figure� 54.�
2010s� Mix�Match�
Hip-hop� Style

(www.gettyimages.com)

를 착용하였다 그러나 년대 후반에 접어들어 이전의 . 2000

헐렁한 핏보다는 슬림한 스포티브 스타일이 유행하기 시작

하며 박시하지만 과하게 헐렁하지 않은 상의와 통이 넓지만 

땅에 끌리지 않게 바지부리가 좁아진 청바지나 저지바지를 

주로 착용하였다 이에 년대의 힙합 패션 스타일은 오. 2000

버사이즈의 스포티브한 스트리트 패션스타일을 유지하면서

도 예전에 비해 타이트한 형태로 변화하였다(Figure 51). 이  

시기에 다른 장르의 문화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융합하

는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힙합 뮤지션들은 장르를 뛰어넘어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을 시도함에 따라 패션스타일에 있어서

도 셔츠와 슬림 정장 재킷의 댄디한 스타일에 헐렁한 청바

지와 화려한 금속 액세서리 등을 매칭하여 믹스매치 힙합 

패션스타일을 표현하였다 색상은 (Kang, 2010)(Figure 52). 

전 시기보다 더욱 다양하고 채도가 낮지만 명도가 높은 색

상을 흑 백색의 무채색과 함께 입는 것을 선호하였다· .

년대 (4) 2010

년대의 힙합 패션 스타일이 헐렁하고 오버사이즈의 전2000

통적인 특징을 유지했다면 년대의 힙합 패션 스타일은 2010

오버사이즈를 유치하는 동시에 보다 슬림한 핏의 캐주얼 스

타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아이(Zhang,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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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으로는 캐주얼한 티셔츠와 스웨터 항공점퍼 야구점퍼, , , 

청재킷 슬림한 청바지 가죽바지 배기바지가 주류를 이루, , , 

었다 색상으로는 화려한 색상보다 저명도 저채도의 색상을 . ·

주조색으로 사용하였고 그라피티 문양을 선호하여 프린트나 , 

핸드 페인팅 자수등의 표현 기법으로 표현하였다, (Figure 

액세서리로는 금속 반지와 굵은 금속 체인을 겹쳐 착53). 

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년대에 이어 년대에도 힙, 2000 2010

합 뮤지션들이 정장스타일을 선호하고 명품 브랜드에 대한 

선호가 계속되었다 스타일링에 있어서는 캐주얼한 후드 티. 

셔츠와 슬림한 바지 정장 구두와 같이 , 다양한 장르의 스타

일을 혼합해 입는 믹스 매치 조합을 보여주는 스타일을 연 

출하기도 하였다(Figure 54). 

스캠퍼 발상기법3.� (SCAMPER)�

창의성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능력으로 누구에게, 

나 잠재되어있는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창의적이지는 

못한 것은 창의성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

이다 이에 따라 창의성을 향상시키기 (Kwon & Kim, 2019). 

위해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발상법이 고안

되었다 다양한 발상법 중 스캠퍼 기법은 체크리스트를 통해 . 

고려되어야할 요소의 누락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사고 , 

전개에 체계적 논리적 질서를 부여함을 통해 문제의 속성을 ·

명확히 하여 보다 정확한 측정 및 분석 검토가 가능한 장, 

점이 있다(Lee, 2016).

스캠퍼 는 대표적인 질문형태의 체크리스트   (SCAMPER)

법 중 하나로 오스본 이 년에 브레인(Alex F. Osborn) 1963

스토밍을 위해 제안한 체크리스트를 보완하여 밥 에이벌

이 다시 고안한 것이다(Bob Eberle) (Eberle & Stanish, 

에이벌은 오스본이 보완한 동사 체크리스트를 가지 1996). 7

질문으로 재구성하여 라는 기법을 만들었는데 ‘SCAMPER’

는 단어의 약자로 구성되어있으며 특정 대상‘SCAMPER’ 7 , 

이나 특정문제에서 출발해서 그것을 가지의 요소로 변형시7

키는 방법으로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동원하도록 도와주는 

발상기법이다(Yoo & Ha, 2008).

스캠퍼 는 대체하다 결합하다  (SCAMPER) (substitute), 

적용하다 변형하다 다른 용도로 (combine), (adept), (modify), 

사용하다 제거하다 반전하다(put to other uses), (eliminate), 

또는 재배열하다 와 같은 가지 요소의 (reverse) (rearrange) 7

첫 글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에 수정하기 에 확대하기, ‘ ’

와 축소하기를 함께 묶거나 분리하여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확대하기와 축소하기를 수정하기에서 포. 

함시켜 정리하였으며 가지 요소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7 .

첫째 는 대체하기로 기존의 사건이나 사물  , S (Substitute)

의 형태 재료 용도 방법 등의 구성 요소를 다른 것으로 , , , 

대체하는 방법으로 사물의 구성 요소를 다른 무엇으로 대체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려한다 둘째 는 결합. , C (Combine)

하기로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것을 결합 혼합해서 새로, 

운 것을 생각하는 방법이며 사물의 형태 재료 용도 등의 , , 

요소를 무엇과 결합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려한다 셋째. , A 

는 적용 응용시키기로 어떤 상태나 원리 방법 등을 (Adapt) , , 

다른 조건이나 목적에 맞도록 적용시키는 방법으로 문제를 

다른 것을 모방하거나 혹은 기능을 바꾸는 등 다른 조건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려한다 넷째. , M (Modify, 

은 수정 확대 축소하기로 색 모양 의미 Magnify, Minify) , , , , 

등을 조금 수정해서 변화를 주거나 형태나 성질을 바꾸어 

더 크게 더 작게 더 가볍게 하는 방법으로 사물의 형태 및 , , 

구성 요소를 수정하거나 첨가 혹은 줄일 수 있을 것인가를 

고려한다 다섯째 는 다른 용도로 하기. , P (Put to other use)

로 원래 의도된 것과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것

을 말하는 것이며 대상을 새롭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려한다 여섯째 는 제거하기. , E (Eliminate)

로 사물의 어떤 부분이나 전체를 제거하여 새로운 것이나 

더 발전된 아이디어를 얻도록 하는 방법으로 감소하거나 제

거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를 고려한다 일곱째. , R 

은 실험 설계의 반전 재 정렬하기로 (Reverse, Rearrange) , , 

원인 결과 혹은 형태 순서 그리고 사용 방법 등을 거꾸로 , , 

하거나 바꾸는 방법을 말하며 대상의 어느 부분을 거꾸로 

배열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려한다(Eom & Kim, 2014).

일곱 가지 요소로 구성된 스캠퍼 법을 체계적으로 활용하  

기 위한 절차로는 첫째 문제를 기술한다 둘째, . , 문제 대상

의 속성을 가능한한 자세하게 분석하여 열거한다 셋째 열. , 

거한 속성들 중에서 차례대로 하나씩의 속성을 택해서 스캠

퍼의 요소 및 문항에 적용하여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아

이디어를 내본다 넷째 속성들을 모두 검토한 후 나온 아이. , 

디어들을 평가하여 선택한다(Choi, 2002) 이러한 절차를 . 통

하여 강제적으로 다양한 연상과 상상을 유도하여 엉뚱할 수 

있지만 주제와 연관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 낼 수 

있게 한다. 

패션디자인 개발에 있어 패션디자인 요소를 각 스캠퍼의   

일곱 가지 기법에 차례대로 적용하여 디자인 작업을 할 수 

있다 스캠퍼의 기법별로 패션디자인의 요소의 발상 목록을 . 

제시한 의 연구는 광범위한 영역에 발상 기법으로 Suh(2019)

사용할 수 있는 스캠퍼 문항을 패션디자인이라는 특수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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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CAMPER� Checklist� by� Fashion� Design� Element

Element Check� list

Line

Substitute with a different type of line

Combine lines from different position

Adapt decorative details on line

Modify the length or direction of the line

Eliminate the line

Rearrange the position of the line

Silhouette

Substitute with a different silhouette

Combine the shapes of different objects into a silhouette

Adapt the shape of another natural object to the silhouette

Modify the width or length of the silhouette

Rearrange the top and bottom of the silhouette

Detail

Substitute with different types of detail

Combine different types of detail

Adapt the characteristics of other objects to details

Modify the size and length of the detail

Modify the quantity of details

Put a detail on the position or purpose

Eliminate the detail

Reverse the shape of the detail

Color

Substitute with other color

Modify the brightness or saturation of a color

Adapt the way of mixing different colors

Reverse the method of blending between different colors

Fabric

Substitute with other type of fabric

Combine different type of fabric

Adapt the characteristics of natural or artificial objects to the fabric

Magnify or minify the thread thickness of the fabric

Eliminate some parts of the fabric

Reverse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fabric

Pattern

Substitute with other pattern

Combine different type of pattern

Adapt images of other natural objects or artifacts as pattern

Modify the size or quantity of pattern

Modify the position of the pattern

Eliminate the pattern

Reverse the direction of the pattern

Item

Substitute with other item

Combine the structure of different item

Put the item to other using

Add the purpose of the item

Modify the function or purpose of the item

Reverse the direction of the item

Reverse the structure of the front and back

(Suh, 2019, p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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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고려하여 문항을 개발하였기에 패션디자인 개발 작업

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 

의 연구에서 제시한 스캠퍼 발상 문항을 바탕으로 Suh(2019)

하여 선 실루엣 디테일 색채 소재 그리고 문양의 여섯 , , , , , 

가지 패션디자인 요소를 디자인에 적용하였다. 

연구방법III.�

본 연구에서는 중국 한푸의 디자인 요소를 활용하여 힙합  

패션디자인을 스캠퍼 발상기법을 적용하며 연구 개발 제시

하였다.

본 연구의 작품 제작 단계별 연구방법과 개발 내용은 첫  

째 남성복 패션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해 콘셉트를 설정하여 , 

디자인 맵을 제작하였다. 

둘째 소재 컬러 아트워크 기획을 포함한 디자인 기획   , , , 

작업을 하였다 면 저지 면 트윌. (cotton jersey), (cotton 

폴리에스터 나일론 등으로 구성 된 twill), (polyester), (nylon) 

소재 기획을 하였으며 색상은 채도가 낮은 그레이 네이비, , , 

브라운을 주조색으로 하고 머스터드 과 카키(mustard) (khaki) 

그리고 버건디 색을 보조색으로 컬러기획 하였(burgundy) 

다 또한 아트워크 기획을 통해 중국 한푸 디자인 요소 중 . , 

하나인 보자 문양을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개발하였으며 힙

합 요소인 그라피티 스타일의 문양을 함께 개발하였다. 

셋째 년대의 힙합 패션 스타일 특징 및 한푸의 디자  , 2010

인 요소를 정리하였다. 

Figure� 55.� Flat� Drawing� of� Design� 1 Figure� 56.� Design� 1

  

넷째 한푸의 디자인 요소를 스캠퍼 발상 목록에 대입시켜 , 

힙합 패션 스타일의 디자인 점을 개발하였다 이때 적용30 . 

한 패션디자인 요소별 스캠퍼 목록은 과 같다Table 7 .

다섯째 점의 스케치 중 디자인 콘셉트에 맞는 컬렉션  , 30

을 구성할 수 있도록 디자인 선정을 위해 년 월 일 2020 8 20

패션디자이너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 인과 검토 과정을 거5

쳐 다자인 점을 선택하였다10 .

여섯째 아이템의 구성과 컬렉션의 균형을 위해 보완 작  , 

업을 진행하였다 점의 디자인에서 중복된 아이템 혹은 . 10

디테일 요소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티셔츠 셔츠 집업 후, , 

드 항공 점퍼 청재킷 롱 점퍼 청바지 배기바지와 숏 바, , , , , 

지 등의 아이템으로 구성된 벌의 디자인을 선정하였다6 . 

일곱째 최종 선정된 벌의 디자인의 각 아이템 도식화를   , 6

수정 작업하고 색상과 소재를 확정하였으며 일러스트레이션

을 보완하였다.

여덟째 디자인을 실물로 제작하고 작품사진 및 디자인설  , , 

명을 제시하였다.

한푸를�활용한�힙합패션�디자인.�Ⅳ

작품 1) 1

작품 은 후드 티셔츠와 배기바지로 구성되1(Figure 55, 56)

었으며 년대 힙합 패션 스타일의 요소인 오버사이즈, 2010 , 

밑단이 좁은 배기바지 금속 액세서리 저지소재, , , 저명도 저·

채도의 색상, 한푸의 곡거심의 구조 개당고의 형태 박고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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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와 교령우임 구조를 모티프로 결합하여 디자인하였다.

디자인 작업에 활용한 스캠퍼 발상 문항과 한푸 요소 적  

용은 첫째 선의 일부를 제거 해보기 를 적용하여 한푸 곡, ‘ ’ , 

거심의의 옷섶 일부를 제거하였다 이를 통해 후드 티셔츠의 . 

비대칭적인 절개 디테일로 다른 소재와 색상을 조합하여 표

현하였다 둘째 디테일의 크기를 수정해보기 와 디테일 위. , ‘ ’ ‘

치 혹은 용도를 바꿔보기 를 결합해 적용하여 한푸 곡거심’ , 

의의 옷섶 형태를 축소하여 티셔츠의 소매에 장식적인 디테

일로  표현하였다 셋째 다른 형태의 디테일을 결합해보기. , ‘ ’

를 통해 힙합 스타일의 금속 액세서리 요소를 한푸 요소인 

끈과 결합해 티셔츠의 옆 몸판과 소매에 스트랩 과 금 (strap)

Table� 9.� Design� Elements� of� Design� 1

Motif Motif� Image Scamper� Check� List Design� 1

Silhouette of 

Gokgo shimuy

-Eliminate the line

-Modify the size and length of the detail

-Put a detail on the position or purpose

-Adapt the characteristics of other objects to details

Outline of 

Gaedanggo
-Adapt the characteristics of other objects to details

Silhouette of 

Bakgo

-Substitute with different types of detail

-Combine different type of fabric

Gyoryeonguim

속버클로 장식적인 디테일을 표현하였다 넷째 다른 사물. , ‘

의 특징을 디테일에 적용해보기 를 통해 개당고의 밑위선이 ’

열려 있는 자 모양의 라인을 적용하여 배기바지 뒤판의 U

장식 선으로 표현하였다 다섯째 다른 형태의 디테일을 결. , ‘

합해보기 를 통해 한푸의 교령우임 구조와 박고 구조’ ( ) 缚裤
를 결합하여 바지 디자인에서 종아리 위치의 디테일로 표현, 

하여 바지 밑단을 타이트하게 연출하였다 여섯째 다른 재. , ‘

질감 소재를 결합해보기 를 적용하며 쭈리 소재 티셔츠의 ’

장식 디테일과 주머니에 이질감 있는 폴리에스터 소재로 표

현하였다(Tabl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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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 2

작품 는 후드 집업 점퍼와 반팔 티셔츠 반2(Figure 57, 58) , 

바지로 구성되었으며 년대 힙합 스타일의 요소인 형 , 2010 H

실루엣 그라피티 금속 액세서리 한푸 요소인 테두리 장식, , , , 

도포의 대 배자 옆트임과 보자를 모티프로 적용하여 디자인, 

하였다 스캠퍼 발상 목록으로는 선의 위치 교체 다른 사물. , 

의 특징을 디테일에 적용 다름 부위의 선과 결합 소재를 , , 

뒤집어 사용 문양 제거를 디자인 작업에 사용하였다, .

디자인 작업에 활용한 스캠퍼 발상 문항과 한푸 요소 적  

용은 첫째 선의 위치를 바꿔보기 를 적용하며 옷자락의 테, ‘ ’

두리 장식 선을 후드 점퍼의 소매와 반바지의 옆 장식선으로 

표현하였다 둘째 다른 사물의 특징을 디테일에 적용해보. , ‘

기 를 통해 도포의 대를 착용한 모양을 적용하여 후드 점퍼’

Figure� 57.� Flat� Drawing� of� Design� 2 Figure� 58.� Design� 2

의 허리 부분에 덧댐 장식으로 표현하였고 다른 부위의 선, ‘

과 결합해보기 를 적용하며 앞 몸판의 허리띠 모양의 장식 ’

선과 패치 주머니 형태 선을 결합하였다 셋(patch pocket) . 

째 다른 사물의 특징을 디테일에 적용해보기 를 통해 힙합 , ‘ ’

금속 액세서리 요소를 메탈지퍼로 후드 점퍼의 소매의 트임 

선과 바지의 옆선 트임 선에 적용하였다 넷째 소재를 뒤. , ‘

집어 사용해보기 를 통하여 티셔츠 앞 중심 절개선에 옷감’

을 달아 좌우 뒤집어 고정할 때 다른 배색을 연출할 수 있

도록 어깨에 단추를 달렸다 다섯째 문양을 제거해보기 를 . , ‘ ’

적용하며 티셔츠 뒤판 장식 선에 끼워 달린 사각형의 원단

을 다른 색상으로 표현하여 문양을 제거한 보자의 형태로 

표현하였다(Tabl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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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Design� Elements� of� Design� 2

Motif Motif� Image Scamper� Check� List Design� 2

Outline of 

Jikgo Shimuy 

-Rearrange the position of the 

line

Belt of Po

-Adapt the characteristics of other 

objects to details

-Combine lines from different 

position

Side Opening 

of Baeja

-Adapt the characteristics of other 

objects to details

-Reverse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fabric

Boja -Eliminate the pattern

작품 3) 3

작품 은 맨투맨 티셔츠 청재킷과 와이드핏 3(Figure 59, 60) , 

통바지로 구성되었으며 년대 힙합 패션 스타일의 요소, 2010

인 오버사이즈 믹스 매치 그라피티 한푸 요소인 광수 직, , , , 

령 개댕고 형태와 보자를 모티프로 적용하여 디자인하였다, . 

스캠퍼 발상 목록으로는 다른 형태의 실루엣으로 대체 실루, 

엣의 품이나 길이를 수정 다른 형태의 디테일 결합 다른 , , 

사물의 특징을 디테일에 적용 다른 재질감의 소재 결합 다, , 

른 문양의 결합 아이템의 앞뒤면 구조의 반전을 디자인 작, 

업에 사용하였다.

디자인 작업에 활용한 스캠퍼 발상 문항과 한푸 요소 적  

용은 첫째 다른 형태의 실루엣으로 대체해보기 를 적용하, ‘ ’

며 데님 재킷의 소매를 한푸의 광수 형태로 대체하고 실루, ‘

엣의 품이나 길이를 수정해보기 를 통해 소매 길이를 축소’

하였다 둘째 실루엣의 품이나 길이를 수정해보기 를 적용. , ‘ ’

하며 직령포의 품과 길이를 축소하여 데님 재킷의 비대칭적

인 몸판 형태로 표현하였다 셋째 다른 형태의 디테일을 . , ‘

결합해보기 를 적용하며 한푸의 직령포의 옷깃을 데님 재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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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칼라와 결합하여 칼라 밑으로 밴드 형태의 끈이 내려오

도록 디자인하였다 넷째 다른 사물의 특징을 디테일에 적. , ‘

용해보기 를 통해 개당고의 밑위선이 열려 있는 자 모양의 ’ U

라인을 적용하여 맨투맨 티셔츠 소매의 자 모양의 장식 U

구조로 표현하였다 다섯째 다른 재질감의 소재로 결합해. , ‘

보기 를 적용하며 쭈리 소재 바지에 이질적인 데님 소재의 ’

부분적으로 사용하였다 여섯째 다른 문양을 결합해보기 를 . , ‘ ’

통해 힙합 패션 스타일의 요소인 그라피티 문양을 보자 문‘ ’ 

양과 결합하고 맨투맨 티셔츠 앞 몸판에 표현하였다 일곱. 

째 아이템의 앞뒤면 구조를 반전시켜보기 를 통해 직령 형, ‘ ’

태를 반전하여 맨투맨의 뒤 몸판에 장식적인 덧댐과 여밈을 

주고 다른 색상으로 조합하여 표현하였다(Table 11). 

작품 4) 4

작품 는 롱 점퍼 긴팔 티셔츠와 슬림 핏의 4(Figure 61, 62) , 

청바지로 구성되었으며 년대 힙합 패션 스타일의 요소, 2010

인 오버사이즈와 그라피티 한푸 요소인 심의의 허리선 유, , 

Figure� 59.� Flat� Drawing� of� Design� 3 Figure� 60.� Design� 3

의 끈 여밈, 보자와 반비의 구조를 모티프로 디자인하였다 . 

스캠퍼 발상 목록으로는 다른 사물의 특징을 디테일에 적용, 

디테일의 크기와 길이 수정 문양의 위치 수정 문양의 크기, , 

나 개수 수정 문양의 방향 수정 다른 자연물 또는 인공물, , 

의 이미지를 문양으로 적용 다른 아이템 구조의 결합을 디, 

자인 작업에 사용하였다.

디자인 작업에 활용한 스캠퍼 발상 문항과 한푸 요소 적  

용은 첫째 다른 사물의 특징을 디테일에 적용해보기 를 통, ‘ ’

해 심의의 허리 절개선 형태를 적용하여 점퍼의 허리에 절

개선을 넣었다 둘째 디테일의 크기와 길이를 수정해보기. , ‘ ’

와 디테일의 위치를 바꿔보기 를 통해 유의 여밈에 사용된 ‘ ’

끈을 적용하여 티셔츠의 끈 장식으로 디자인하였다 셋째. , 

문양의 위치를 수정해보기 를 통해 한푸 앞뒤 몸판의 가슴 ‘ ’

부위에 있는 보자의 위치를 수정하여 바지 종아리 위치에 

문양을 표현하였다 . 넷째 문양의 크기나 개수를 수정해보, ‘

기 와 문양의 방향을 수정해보기 를 통해 보자 중 기러기 ’ ‘ ’

문양을 디자인에 사용하였다 다섯째 다른 자연물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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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Design� Elements� of� Design� 3

Motif Motif� Image Scamper� Check� List Design� 3

Wide Sleeve

-Substitute with a different type of line

-Modify the width or length of the 

silhouette

Silhouette of 

Po

-Modify the width or length of the 

silhouette

Straight

Collar of Po
-Combine different types of detail

Outline of 

Gaedanggo

-Adapt the characteristics of other objects 

to details

-Combine different type of fabric

Boja

+

Graffiti

-Combine different type of pattern

Straight Collar 

of Po

-Reverse the structure of the front and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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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의 이미지를 문양으로 적용 해보기 를 통해 힙합 스타’

일 요소인 그라피티를 적용하여 점퍼 뒤 몸판에 그라피티를 , 

그려 넣었다 여섯째 다른 아이템 구조를 결합해보기 를 통. , ‘ ’

해 반비의 형태를 점퍼와 결합하며 어깨부분의 날개 장식으

로 표현하였다(Table 12).

작품 5) 5

작품 는 항공 점퍼 셔츠 조거 팬5(Figure 63, 64) , , (jogger) 

츠로 구성 되었으며 년대 힙합 패션 스타일의 요소인 , 2010

오버사이즈 믹스 매치 금속 액세서리 트레이닝 슈트 한푸 , , , , 

요소인 심의와 포의 테두리 장식 유의 비파수와 교령우임 , 

구조 배자 옆트임과 보자를 모티프로 사용하여 디자인하였, 

다 스캠퍼 발상 목록으로는 선의 위치 교체 다른 형태의 . , 

실루엣으로 대체 다른 사물의 형태를 실루엣에 결합 실루, , 

엣의 위아래를 반전 다른 사물의 특징을 디테일에 적용 디, , 

테일의 위치 수정 디테일의 위치 혹은 용도 변경 문양의 , , 

크기나 개수를 수정을 디자인 작업에 사용하였다.

Figure� 61.� Flat� Drawing� of� Design� 4 Figure� 62.� Design� 4

  

디자인 작업에 활용한 스캠퍼 발상 문항과 한푸 요소 적용

은 첫째 선의 위치를 바꿔보기 를 통해 심의와 포의 테두, ‘ ’

리 장식의 위치를 바꾸어 셔츠의 덧댐 장식으로 디자인하였

다 둘째 다른 형태의 실루엣으로 대체해보기 를 통해 비파. , ‘ ’

수를 항공점퍼의 소매 형태에 대체 적용하여 디자인하였다. 

셋째 다른 사물의 형태를 실루엣에 결합해보기 와 실루엣, ‘ ’ ‘

의 위아래를 반전시켜보기 를 함께 적용하여 비파수의 구조’ , 

를 반전시켜 셔츠의 소매 형태를 디자인하였다 넷째 다른 . , ‘

사물의 특징을 디테일에 적용해보기 를 통해 유의 교령우임 ’

특징을 셔츠의 여밈에 적용하여 디자인하였다 또한 배자의 . , 

옆트임과 테두리 장식을 셔츠에 적용하며 셔츠의 덧댐 장식

으로 디자인하였다 다섯째 다른 사물의 특징을 디테일에 . , ‘

적용해보기 를 통해 교령우임 특징을 점퍼의 여밈에 적용하’

여 앞여밈이 겹쳐지도록 디자인하였고 직거심의의 허리띠를 , 

적용하여 항공 점퍼의 끈 여밈 디테일을 디자인하였다 여섯. 

째 디테일의 위치를 수정해보기 를 통해 배자의 옆트임의 , ‘ ’

테두리 장식 디테일을 바지 옆선에 적용하여 디자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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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Design� Elements� of� Design� 4

Motif Motif� Image Scamper� Check� List Design� 4

Waistline of 

Gokgoshimuy

-Adapt the characteristics of other 

objects to details

Tie of Yoo
-Modify the size and length of the 

detail

Position of Boja -Modify the position of the pattern

Boja
-Modify the size or quantity of pattern

-Reverse the direction of the pattern

Graffiti
-Adapt images of other natural objects 

or artifacts as pattern

Outline Detail of 

Banbi
-Combine the structure of different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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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3.� Flat� Drawing� of� Design� 5 Figure� 64.� Design� 5

일곱째 디테일의 위치 혹은 용도를 바꿔보기 를 힙합 패션, ‘ ’

의 금속 액세서리에 적용하여 조거 바지의 주머니 여밈을 , 

메탈 지퍼로 작업하였다 여덟째 문양의 크기나 개수를 수. , ‘

정해보기 를 적용하여 보자 중 용 문양을 점퍼에 사용하였’ , 

다(Table 13).

작품 6) 6

작품 은 맨투맨 티셔츠와 와이드핏 통바지6(Figure 65, 66)

로 구성되어있으며 년대 힙합 패션 스타일의 요소인 , 2010

오버사이즈와 금속 액세서리 한푸 요소인 비갑 칼라 형태, , 

도포의 사령과 보자를 모티프로 적용하여 디자인하였다 스. 

캠퍼 발상 목록으로는 장식적인 디테일을 선에 적용 디테일, 

의 모양을 거꾸로 적용 디테일의 위치 교체 다른 사물의 , , 

특징을 디테일에 적용 문양의 크기나 개수 수정 문양의 위, , 

치 수정을 디자인 작업에 사용하였다.

디자인 작업에 활용한 스캠퍼 발상 문항과 한푸 요소 적  

용은 첫째 장식적인 디테일을 선에서 적용해보기 를 힙합 , ‘ ’

패션의 금속 액세서리 요소에 적용하여 메탈 지(Figure 67), 

퍼를 장식적인 디테일로 사용하였다 둘째 디테일의 모양. , ‘

을 거꾸로 해보기 와 디테일의 위치를 바꿔보기 를 함께 적’ ‘ ’

용하여 비갑의 방령 형태를 위 아래 거꾸로 하고 바지 옆선, ·

에 위치시켜 디자인하였다 셋째 다른 사물의 특징을 디테. , ‘

일에 적용해보기 를 도포의 사령 형태와 테두리 장식 선을 ’

적용하여 맨투맨 티셔츠의 앞 뒤 몸판에 덧댐 장식으로 표, ·

현하였다 넷째 문양의 크기나 개수를 수정해보기 와 문양. , ‘ ’ ‘

의 위치를 수정해보기 를 함께 적용하여 보자의 학 문양을 ’ , 

맨투맨 티셔츠의 캥거루 주머니에 위치시켜 자수기법으로 

작업하였다(Table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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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Design� Elements� of� Design� 5

Motif Motif� Image Scamper� Check� List Design� 5

Outline Detail 

of 

Jikgoshimuy

-Rearrange the position of the line

Pipa Sleeve of 

Yoo

-Adapt the shape of another natural 

object to the silhouette

Pipa Sleeve of 

Yoo

-Combine the shapes of different 

objects into a silhouette

-Rearrange the top and bottom of the 

silhouette

Gyoryeonguim
-Adapt the characteristics of other 

objects to details

Side Opening 

of Baeja

-Put a detail on the position or 

purpose

-Put a detail on the position or purpose

Boja -Modify the size or quantity of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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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5.� Flat� Drawing� of� Design� 6 Figure� 66.� Design� 6

Table� 14.� Design� Elements� of� Design� 6�

Motif Motif� Image Scamper� Check� List Design� 6

Metal 

accessory 
-Adapt decorative details on line

Figure� 67.� Hip-hop� Style�
Metal� Accessoty

(www.vogue.com)

Square collar

-Reverse the shape of the detail

-Put a detail on the position or 

purpose

Diagonal 

collar 

-Adapt the shape of another natural 

object to the silhouette

Boja
-Modify the size or quantity of pattern

-Reverse the direction of the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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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IV.�

본 연구에서는 중국 한민족 전통 복식인 한푸의 특징을 디

자인 소스로 활용하여 새로운 힙합 스타일의 디자인 개발을 

목적으로 창의적 발상 기법인 스캠퍼 기법을 활용하여 현대

적인 남성복 패션 디자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푸와 힙합 패션 스캠퍼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한푸  , , 

와 힙합 패션의 디자인 요소를 모티브로 스캠퍼 발상 목록

에 대입시켜 새로운 디자인 아이디어를 도출하였다.

작품 은 후드 티셔츠와 배기바지로 구성되었으며  < 1> , 

년대 힙합 패션 스타일의 요소인 오버사이즈 밑단이 2010 , 

좁은 배기바지 금속 액세서리 저지소재, , , 저명도 저채도의 ·

색상, 한푸의 곡거심의 구조 개당고의 형태와 박고의 형태 , 

를 모티프로 결합하여 디자인하였다 스캠퍼 발상 목록으로. 

는 선의 일부 제거 디테일 크기 수정 다른 형태의 디테일 , , 

결합 다른 사물의 특징을 디테일에 적용 다른 재질감의 소, , 

재 결합을 디자인 작업에 사용하였다.

작품 은 후드 집업 점퍼와 반팔 티셔츠 반바지로 구  < 2> , 

성되었으며 년대 힙합 스타일의 요소인 형 실루엣, 2010 H , 

그라피티 금속 액세서리 한푸 요소인 테두리 장식 허리띠, , , , 

배자 옆트임과 보자를 모티프로 적용하여 디자인하였다 스. 

캠퍼 발상 목록으로는 선의 위치 교체 다름 부위의 선과 , 

결합 다른 사물의 특징을 디테일에 적용 소재를 뒤집어 사, , 

용 문양 제거를 디자인 작업에 사용하였다, .

작품 은 맨투맨 티셔츠 데님 재킷과 와이드핏 통바지  < 3> , 

로 구성되었으며 년대 힙합 패션 스타일의 요소인 오, 2010

버사이즈 믹스 매치 그라피티 한푸 요소인 광수 끈 장식, , , , , 

개댕고 형태와 보자를 모티프로 적용하여 디자인하였다 스. 

캠퍼 발상 목록으로는 다른 형태의 실루엣으로 대체 실루엣, 

의 품이나 길이를 수정 다른 형태의 디테일 결합 다른 사, , 

물의 특징을 디테일에 적용 다른 재질감의 소재 결합 다른 , , 

문양의 결합 아이템의 앞뒤면 구조의 반전을 디자인 작업에 , 

사용하였다.

작품 은 롱 점퍼 긴팔 티셔츠와 슬림 핏의 데님 바지  < 4> , 

로 구성되었으며 년대 힙합 패션 스타일의 요소인 오, 2010

버사이즈와 그라피티 한푸 요소인 직령 여밈, , 개당고 형태, 

합당고의 끈 여밈과 보자를 모티프로 디자인하였다 스캠퍼 . 

발상 목록으로는 다른 사물의 특징을 디테일에 적용 디테일, 

의 크기와 길이 수정 문양의 위치 수정 문양의 크기나 개, , 

수 수정 문양의 방향 수정 다른 자연물 또는 인공물의 이, , 

미지를 문양으로 적용 다른 아이템 구조의 결합을 디자인 , 

작업에 사용하였다.

작품 은 항공 점퍼 셔츠 조거 팬츠로 구성 되었으며  < 5> , , , 

년대 힙합 패션 스타일의 요소인 오버사이즈 믹스 매2010 , 

치 금속 액세서리 트레이닝 슈트 한푸 요소인 교령우임, , , , 

심의와 포의 테두리 장식 비파수 배자 옆트임을 모티프로 , , 

사용하여 디자인하였다 스캠퍼 발상 목록으로는 선의 위치 . 

교체 다른 형태의 실루엣으로 대체 다른 사물의 형태를 실, , 

루엣에 결합 실루엣의 위아래를 반전 다른 사물의 특징을 , , 

디테일에 적용 디테일의 위치 수정 디테일의 위치 혹은 용, , 

도 변경 문양의 크기나 개수를 수정 다른 문양으로 대체를 , , 

디자인 작업에 사용하였다.

작품 은 맨투맨 티셔츠와 와이드핏 통바지로 구성되어  < 6>

있으며 년대 힙합 패션 스타일의 요소인 오버사이즈와 , 2010

금속 액세서리 한푸 요소인 비갑 칼라 형태 교령우임과 보, , 

자를 모티프로 적용하여 디자인하였다 스캠퍼 발상 목록으. 

로는 장식적인 디테일을 선에 적용 디테일의 모양을 거꾸로 , 

적용 디테일의 위치 교체 다른 사물의 특징을 디테일에 적, , 

용 문양의 크기나 개수 수정 문양의 위치 수정을 디자인 , , 

작업에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디자인개발 연구를 통해 첫째  , 한푸의 심의, 

포 유 오 삼 배자 반비 비갑 고와 군의 구조와 상의하, , , , , , , ‘

상 교령우임 길고 넓은 소매 그리고 끈 여밈 의 ’, ‘ ’, ‘ ’ ‘ ( )’系带
특징 그리고 다양한 전통문양을 현대 패션디자인에 적용하, 

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년대의 힙합 패션 스타일. , 2010

의 특징을 중국전통 문화와 결합하며 중국의 힙합 패션 시

장을 타깃 으로 한 디자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target) . , 

아이디어 발상기법인 스캠퍼 기법이 패션디자인에 적용할 

수 있음을 검증하며 디자인 프로세스에 적용하는 방법을 구

체적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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