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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With the spread of K-Culture, K-fashion is also gaining attention as an important cultural 
contents. An in-depth understanding of designer Lee Young-hee's works, which embody the charac-
teristics of traditional Korean dress, can be used as an important starting point for the develop-
ment of K-fashion design. Previous researches almost analyzed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Lee 
Young-hee’s works. However, this study systematically analyzes Lee Young-hee’s Hanbok applicated 
designs by using the Checklist method, and presents the process of Creative-idea-generating appli-
cable to design development. This theoretical study investigates the theory of Creative-idea- 
generating. The Checklist method and Form analysis method were chosen to derive ideas quickly 
and easily. We analyzed Lee Young-hee’s works by the Checklist method and used sequentially 
the Checklist method and the Form analysis for the design development. For this study, selected 
105 works from 1993 to 2016-17 F/W collections, focusing on Lee Young-hee’s Hanbok applicated 
style from her Paris, New York, and Seoul collections. As an empirical study, with the analysis re-
sults as a reference, extracted the shape elements of women's Hanbok Jeogori, and they were 
transformed into women's summer casual blouses by the Checklist method. The twenty four pieces 
were presented as first design. The secondary, we combined the primary designs with the Form 
analysis method, and present four schemas with the combination table. In an era where cultural 
originality and global universality are important, it is meaningful to develop K-fashion design that 
extracts and changes the unique shape of Hanbok by Creative-idea-gener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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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K-Culture의 확산으로 드라마, 음악뿐만 아니라

패션 또한 중요 문화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

K-fashion의 독자성은 한국 전통복식의 되살림을

통해 강화될 수 있다. 한국적 특성을 표현한 여러

패션 디자이너 중 한국 전통복식을 응용한 디자인

으로 파리를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활동한 디자이

너 이영희는 그의 작품으로 기모노와 구별되는

‘HANBOK’이라는 고유명사를 세계 패션계에 알

렸다. 이영희 작품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는 한국

적 패션디자인 개발에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

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영희 작품의 미적 특

성 분석이 대부분으로, Kim(2004)은 이영희의 작

품을 한국적 감각의 배색과 풍성한 형태가 만드는

유연한 곡선미를 특징으로 보았고, Lee(2015)는

‘바람의 옷‘의 초공간적 숭고미, 천연염색을 통한

중첩의 미, 소재의 여백미로 이영희 작품의 전통

미를 분석하였다. Lee(2011)는 도상해석학으로 이

영희 작품의 조형미를 초공간적 열린 미, 고요함

과 움직임의 양면적 미, 둥굶의 미, 여백의 미, 상

징의 미, 중첩의 미로 보았다. Kim(2017)은 이영

희 작품의 미적 특성으로 자연 순수성, 해학성, 상

징성, 절제, 감춤의 미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미적 특성 분석과 관점

을 달리하여 전통한복의 구성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응용한 형태변형 측면에서 이영희 작품을 분석하

고자 한다. 한복 형태응용을 창조적 발상법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디자인 개발에 적용 가능한

창조적 방법과 과정을 디자인 전개를 통해 구체적

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창조적 발상법이란 아이디어 전개에 도움이 되

는 방법으로 Do(1996), Choi(2001), Kong(2003)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여러 발상법 중 패션디자인

에 적합한 방법으로 체크리스트법과 형태분석법을

선택하였다. 두 방법은 쉽고 간단하며 빠르게 아

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이영희

작품 분석은 체크리스트법으로, 이를 응용한 디자

인 전개는 두 가지 방법을 1차와 2차로 나누어 적

용한다.

연구방법은 이론연구와 실증연구로 나뉘며 이

론연구는 창조적 발상법의 개념, 패션디자인에 적

합한 창조적 발상법, 이영희 작품 특성에 대한 선

행연구, 서적, 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패션디자

인에 적용 가능한 체크리스트를 도출한다. 실증

연구는 첫째, 디자이너 이영희의 1993년 파리 진

출 이후부터 2016/17 FW 컬렉션에서 한복 형태

를 응용한 작품을 파리, 뉴욕, 서울 컬랙션을 중심

으로 전문가 2인이 총 105점의 디자인을 선정한

다. 선정된 작품에 사용된 한복의 형태적 구성요

소들의 조합방법을 이론연구에서 도출한 체크리스

트법으로 분석한다. 둘째, 디자인 전개는 1차와 2

차 디자인으로 나누어 1차 디자인은 여자 저고리

의 형태구성요소들을 선정한 후 체크리스트법으로

형태구성요소들을 변형하여 디자인 24개를 제시한

다. 2차 디자인은 1차에서 나온 디자인들을 형태

분석법으로 조합하여 형태조합표와 함께 디자인 4

개를 제시하여 총 28개의 디자인을 제시한다. 창

조적 발상법을 사용하여 저고리의 형태요소들을

분류하고 이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변형ㆍ조합하여

창의적인 디자인 아이디어를 얻어 한국적 특징이

담긴 봄ㆍ여름용 여성 상의 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세계적 보편성과 함께 문화적 독창

성이 중요시되는 시대 흐름에서 창조적 발상법에

의해 한국적 패션디자인을 전개하는 방법을 논의

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현대 패션산업은 많은 양

의 새로운 디자인을 빠르게 주기적으로 생산하여

야 한다. 현실적 필요에 적합한 디자인 아이디어

발상을 위해 창조적 발상법을 사용하여, 짧은 시

간에 많은 양의 다양한 아이디어의 도출을 단계적

이고 분석적으로 할 수 있다. 디자인 개발 과정에

서 체크리스트법과 형태분석법을 혼합하는 운용방

법을 시도하여 한복의 주요 고유형태를 추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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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시킨 후 다시 조합하여 그 발상의 폭을 넓히

고 한복의 조형적 특징을 살리는 패션디자인을 개

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창조적 발상법의 개념
창조성(creativity)의 사전적 개념은 ‘만들 수

있는 능력 또는 존재하는 것을 새롭게 하거나 문

제에 대한 해결, 새로운 고안이나 방법, 새로운 예

술적 주제나 형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다(The

New Encyclopaedia Britannica, 1985). Yang(1982)

의 연구에서 E. P. Torrance는 창조성이란 어떤

문제, 결함, 지식의 결핍 및 부조화 등에 대하여

민감해짐으로서 그 상황에서 곤란점을 찾아내고,

문제 해결방법을 탐색하며 결함에 대해 추측해 보

고 가설을 세우며 이러한 가설들을 검증 및 재검

증을 거듭한 후 그 결과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전

과정이라고 하였다. Takahashi(2003)는 창조학 연

구자들의 창조에 대한 정의를 사람이 이질적인 정

보들을 조합하고 통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혹은 개인 차원에서 새로운 가치를 생성하는 것이

라고 정리하였다.

인간의 창조성은 문제를 해결하고 창조를 가능

하게 하는 힘으로, 누구나 이와 같은 창조성이 있

고, 창조성은 교육과 노력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개발될 수 있다. 이제까지 창조는 주로 ‘영감’이나

‘직관’이라는 단어들이 연관되었으나, 위와 같은

시각에서 창조성은 문제해결을 위해 기존의 알고

있는 것들을 분석하고,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창조는 논리에 입각한 지식과 함께 경

험, 직관, 감성 등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총

동원되는 것이다.

Yoon(2018)의 연구에서 사전적 의미의 발상(發

想)은 어떤 일을 생각해 내는 것, 생각을 전개시

키거나 정리하여 형태를 갖춘 것이며, 개념, 생각,

구상 등이 유의어로 쓰이며, 발상(發想)의 한자

의미는 마음속에 있는 상(想)을 외부로 드러내

(發)는 것이라 해석하였다. Kim(2014)은 디자인

에서 발상은 이미지나 단어, 보이는 것은 물론 보

이지 않는 것까지 인체의 특수 감각인 오감을 통

해 느끼고 상상할 수 있는 능력, 머릿속의 상상을

시각화할 수 있는 형상화 능력, 그리고 그것을 문

제의 목표에 맞게 탐구하고 재구성하여 실체가 있

는 디자인 결과물로 구현하는 종합적인 사고능력

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창조적 발상이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

력(지적능력, 감성, 직관, 경험 등)을 총동원하여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

운 유ㆍ무형(有ㆍ無形)의 존재를 만들어내는 것이

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종교적 의미의 창조와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무(無)에서 유(有)를 만들어내

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유(有)에서

새로운 유(有)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패션디자인과 창조적 발상
창조적 발상법은 인간 생활의 모든 문제에 적

용 가능하며 각 분야의 특성에 더 효과적인 발상

법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패션디자인

은 짧은 시간 안에 경제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양적으로 많고 질적으로도 새로운 디자인 안(案)

을 산출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창조적 발상법은 크게 확산형과 분석형으로 나

눌 수 있는데, 확산형 발상법에는 브레인스토밍,

포스트잇 브레인스토밍, KJ법, 로터스, 마인드맵

등이 있다. 분석형 발상법에는 형태분석법, 시스템

법, 매트릭스법, GM사법, 5W 1H, 체크리스트법,

희망점ㆍ결점리스트법, 특성열거법, OCU법 등이

있다(Kim, 2014). 이와 같이 다양한 창조적 발상

법 중에서 패션디자인과 연관된 선행연구를 중심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Choi(2001)는 패션디자인에 적합한 창조적 발

상으로 형태분석법과 체크리스트법, 고든법, 시네

틱스(변환유추법) 등을 제시하였다. 형태분석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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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법은 비교적 쉽고 단순한 과정으로 누

가 사용하든지 비슷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항

상성(恒常性)이 있다. 따라서 근본적이고 혁신적

인 아이디어를 얻기는 어렵지만 내쇼널 브랜드 또

는 오뜨 꾸띄르의 세컨 브랜드 등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발상법으로 제시하였다. Kong(2003)은 창조

적 발상법을 발상기법, 발상사고법, 발상사고시스

템으로 분류하고 그 중에서 패션 디자인 실기에

쓸 수 있는 발상법으로, 발상기법은 형태분석법과

체크리스트법을 제시하고, 발상사고법에서는 고든

법, 변환유추법(시네틱스법)등을 제시하였다. Cho

& Han(2000)은 패션 디자인 방법으로 유사발상,

반대발상, 형태결합법, 수정법 등을 제시하고 있으

며, Do(1996)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형태분석법과

체크리스트법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패션디자인에 적합한

창조적 발상 중 분석적 발상법으로 체크리스트법,

형태분석법, 고든법, 시네틱스 등이 주로 사용되고

그 외에 자극단어 분석법, 특성 열거법, 결점ㆍ희

망점 열거법 등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

구에서 패션 디자인에 적합한 것으로 제시된 발상

법 중에서 체크리스트법과 형태분석법을 사용하여

한복형태를 응용한 디자인을 분석하고 디자인 아

이디어 발상에 적용하고자 한다. 이 방법은 디자

이너 개인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의 창조적 아

이디어들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로서 누구나 체계

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패션디자인의 특

성에 적합하며 유용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체크리스트(Checklist)법은 A. F. Osborn이 개

발한 방법으로 디자인 발상에 관련된 항목들을 나

열하고, 그 항목별로 어떤 특정적 변수에 대해 검

토해 봄으로써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방법이다. 패

션디자인에 있어 체크해야 할 항목으로 용도전환,

확대, 축소, 재배열, 전도, 결합 등이 있다. 형태분

석법은 California 공과대학의 Fritz Zwicky 교수

가 공학계 문제해결이론으로 고안해 낸 것으로 형

Check lists
Application

object
Application method

Put to

other use

Shape

elements

in clothes items

Decorative

elements

in clothes items

Change the Usages in clothes item

Change the Component Usages in clothes item

Magnify

Repeat

Lengthen

Enlargement

Strengthen

Minify

Delete

Shorten

Reduction

Weaken

Rearrange

Relocate of details in clothes item

Relocate of gathers in clothes item

position exchange of upper or lower in clothes item

position exchange of left or right in clothes item

Reverse
Reverse up and down, right and left

Reverse the front and back

Combine

Shape combination in clothes item

Color combination in clothes item

Texture combination in clothes item

<Table 1> Fashion design checklist based on Osborn’s Check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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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학을 기초로 한 발상법이다. 이 방법은 하나의

아이디어가 몇 개의 개별적 요소의 조합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는 사고에서 출발하여 사물의 구

조를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부분적으로 변화

시켜 새로운 조합의 새로운 특성을 가진 디자인을

발상해 내는 아이디어 사고기법이다(Kim, 2014).

본 연구는 디자이너 이영희 작품을 보고 한복

형태응용에 적용된 디자인 발상이 무엇이었는지

체크리스트법을 이용하여 분석하며, 한국적 패션

디자인 개발을 위해서 1차 디자인은 체크리스트법

을 사용하고 2차 디자인은 형태분석법과 체크리스

트법을 혼용하여 적용한다. Do(1995)의 연구에 제

시된 의상 디자인 체크리스트표에 한복과 관련된

변수들을 추가하거나 서양복과 관련된 ‘다트‘ 같은

용어들은 생략하여 <Table 1>으로 정리하여 분석

틀로 제시하고자 한다. 한복 저고리와 치마의 구

성 요소와 장식 요소를 포함하여 이영희 작품을

분석한다. 구성요소는 저고리는 깃, 섶, 고름, 소

매, 도련선 등으로 옷의 구성을 위해 필요한 부분

을 지칭하고 치마는 허리말기, 허리말기끈, 어깨허

리 등이다. 장식요소는 부가적인 요소로 저고리는

섶코, 색동 등이 있고, 치마는 주름이 있다.

3. 디자이너 이영희 작품의 특징
Kim(2000)은 이영희의 작품 활동 시기를 크게

3기로 나누고 있다. 1기는 디자인 활동 초기로서

1980년부터 1986년까지이며 전통한복의 계승기, 2

기는 1987년 이후부터 1992년까지로 개량 한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3기는 1993년 파리 프레타

포르테 진출 이후 현대적인 패션작품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1기와 2기는 전통한복의 기본형을

유지하면서 현대적인 여성미를 표현하고 있으며 3

기로 오면서 디자인의 방향이 바뀌면서 은폐 분위

기의 단정한 한복의 느낌이 개방적이고 현대적인

스타일로 변화되었으며 현대적 접목은 형태와 색

채, 소재, 조각보, 장신구, 디테일 등의 다양한 방

식으로 시도되었다.

Kim(2000)은 이영희 작품을 3기로 구분하여 전

통한복시기를 별도로 제시하였으나 이영희는 초기

에만 전통한복을 디자인한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

현대적 패션과 병행하여 디자인하고 있다. 1기는

전통한복을 주로 디자인했으며 2기부터는 기존의

전통한복에 생활한복디자인이 추가되었고, 3기도

전통한복과 현대적 패션디자인을 병행하여 전개하

였다. 디자인의 비중은 후기로 오면서 전통보다는

현대적이면서 동시에 한국적인 패션에 두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Kim(2010)은 이영희 컬렉션에 한국 전통색채와

미래 트렌드 색채가 공존함으로서 과거ㆍ현재ㆍ미

래라는 연속선 상의 색채 맥락을 통해 미래의 한

국적 이미지의 상품개발을 위한 색채정보의 기초

를 마련하였다고 하였다. Lee(2011)는 도상학 측

면에서 도출한 이영희의 한국적 스타일에는 김민

자가 제시한 한복의 조형성 중에서 무정형, 가변

성, 무한성을 지닌 초공간적 열린 미, 고요함과 움

직임의 양면적 미, 둥긂의 미, 여백의 미, 상징의

미, 중첩의 미는 물론 김인경과 양숙희가 개념화

한 한국적 디자인의 운필과 여백의 조형성이 있다

고 하였다. Lee(2015)는 이영희의 ‘바람의 옷‘의

초공간적 숭고미, 천연염색을 통한 중첩의 미, 소

재의 특수성을 이용한 비움/여백의 미로 미적 특

성을 도출하였다. Kim(2017)은 이영희의 디자인

에서 외적 형식의 형태를 활용한 내적 미의식으로

자연ㆍ순수성, 해학성, 절제, 감춤을 도출하였고,

형태를 활용한 내적 미의식의 표현이 가장 많았고

상징성은 색채, 장식과 문양을 이용한 표현이 많

았다고 하였다. 이로써 2001년 이후 이영희 작품

에 나타난 한국적 디자인의 미적 특성은 형태의

활용이 대부분이고 외적 형식의 요소를 부분적으

로 또는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한국적 이미지를 표

출하고 있다고 하였다.

디자이너 이영희는 한복의 형태응용에 주로 구

성적인 면과 착장 방법에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어깨선을 노출하는 말기 치마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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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 결과로 디자이너 이영희의 트레이드 마크

가 되었다. 이영희의 두루마기형 재킷은 비대칭적

균형감과 풍성한 형태가 만들어내는 자연적인 주

름에서 유연한 곡선미를 볼 수 있다. 또한 상체는

몸에 붙고 아래쪽은 볼륨감이 있어 전통적인 한복

의 상박하후(上薄下厚) 실루엣을 현대적으로 응용

한 작품이 많이 나타난다(Kim, 2004).

Ⅲ. 디자인 분석 및 디자인 제시
1. 체크리스트법에 의한 디자이너 이영희 작품
분석

1) 분석 작품의 선정 및 방법

본 연구는 한복을 응용한 이영희의 작품을 분

석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3기의 작품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3기 작품이 1기

나 2기에 비해 현대적이면서도 한복을 응용한 독

창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 대상은 1993년 FW 파리 프레따 뽀르테

첫 진출 이후 2016/17년 FW 까지의 파리ㆍ뉴욕

ㆍ서울컬렉션 자료를 책자(Lee, 2004; Kim, 2000;

Son, 1993)와 인터넷 사이트(www. firstview.com,

www.firstviewkorea.co.kr 및 이영희 홈페이지 등)

에서 수집했다. 1993년 이후부터 2016/17년 FW

컬렉션 기간 동안 발표된 작품 중에서 전문가 2인

에 의해 한복을 응용하여 현대복식으로 변형한 디

자인으로 치마응용 디자인 71개와 상의응용디자인

34개로 총 105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작품을 보

고 한복 형태의 용도전환, 확대, 축소, 재배열, 전

도, 결합 등의 체크리스트 기법<Table 1>을 적용

하여 분석하였다.

2) 체크리스트법에 의한 이영희 작품 분석

1993년 3월 파리 프레타 포르테에 진출 이후부

터 이영희의 작품은 전통한복의 틀에서 벗어나 서

양복과 한복을 접목하여 한국적 이미지를 현대적

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시기의 작품은 형태 측면

에서 다양한 변화가 두드러진다. 전통한복의 치마

형태를 응용하여 현대적 패션디자인으로 변화시킨

작품이 다수 보이고 있다. 선정된 전체 분석자료

105점에서 한복치마 형태응용은 71점으로 68%이

Check lists
Shape Aplication

analysis
Cases of applicated shape of Hanbok skirt

Put to other

use

The band of the

waist is switched to

the armhole, neck

line, front center,

etc.

<Fig. 1> 2009 SS RTW

(http//www.firstview.com, n.d.-a)

<Fig. 2> 0304 FW RTW

(http//www.firstview.com, n.d.-b)

<Table 2> Analysis Lee’s design based on Hanbok skirt by Check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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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nify

Add or repeat,

strengthen of Band

of waist, etc.

<Fig. 3> 2009 FW RTW

(http//www.firstview.com, n.d.-c)

<Fig. 4> 2007 FW RTW

(http//www.firstview.com, n.d.-d)

<Fig. 5> 2008 FW RTW

(http//www.firstview.com, n.d.-e)

<Fig. 6> 2009 SS RTW

(http//www.firstview.com, n.d.-f)

Minify

Delete band of

waist, gathers,

Reduction of skirt

length, etc.

Rearrange
Relocate band of

waist or gathers, etc.

<Fig. 7> 2009 FW RTW

(http//www.firstview.com, n.d.-g)

<Fig. 8> 2009 FW RTW

(http//www.firstview.com, n.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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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복상의 형태응용(저고리, 포, 당의 등)은 34점

으로 32%를 차지하였다. 치마와 상의에서 형태응용

의 대표적 사례를 <Table 2>, <Table 3>에 담았다.

디자이너의 이영희 작품에서 전통한복의 형태구성

요소인 소매, 고름 등의 확대, 섶, 깃, 소매, 고름 등

의 제거 혹은 축소, 허리말기 삭제, 주름 삭제 혹은

주름의 이동, 허리말기 축소 혹은 확대 및 강조, 치

마길이의 축소 등 한복 형태 구성요소들의 용도전

환, 확대, 축소, 재배열, 전도, 결합 등의 방법을 볼

수 있었으며, 하나의 작품에 다수의 체크리스트 기

법이 사용된 경우도 있었다. 치마 형태응용은 다양

한 활용이 있었던 반면 상의 형태응용에는 체크리

스트법의 용도전환과 전도방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2. 창조적 발상법에 의한 한국적 디자인 제시
이영희 작품분석 결과 치마응용 디자인에 비해

적게 나타난 상의응용 디자인을 보다 풍부히 전개

하고자 한복 상의 형태구성요소를 선정한 후 체크

리스트 기법을 적용하여 1차 디자인을 도출하고,

도출된 1차 디자인을 형태조합법으로 조합하여 2

차 디자인을 제안하고자 한다.

Reverse
Reverse up and

down, front and

back. Turn over, etc.

<Fig. 9> 2010 FW RTW

(http//www.firstview.com, n.d.-i)

<Fig. 10> 2009 SS RTW

(http//www.firstview.com, n.d.-j)

Combine

Combine top and

bottoms, outer

skirt, Add other

shape component,

etc.

<Fig. 11> 2009 FW RTW

(http//www.firstview.com, n.d.-k)

<Fig. 12> 2008 FW RTW

(http//www.firstview.com, n.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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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lists
Shape application

analysis
Cases of applicated shape of Hanbok Jeogori

Put to other use none

Magnify

Enlargement or

repeat of ribbon,

collar, etc.

<Fig. 13> 2002 FW RTW

(http//www.firstview.com, n.d.-m)

<Fig. 14> 0405 FW RTW

(http//www.firstview.com, n.d.-n)

Minify

Delete or reduction

of gusset, collar,

sleeves, ribbon, etc.

<Fig. 15> 2009 FW RTW

(http//www.firstview.com, n.d.-o)

<Fig. 16> 2010 FW RTW

(http//www.firstview.com, n.d.-p)

Rearrange

Rearrange of

ribbon, decorative

knot button, etc.

<Fig. 17> 0405 FW RTW

(http//www.firstview.com, n.d.-q)

<Fig. 18> 2007 FW RTW

(http//www.firstview.com, n.d.-r)

<Table 3> Analysis Lee’s design base on Jeogori by Check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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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자 저고리 형태구성요소 선정

<Table 3>의 디자이너 이영희 작품에 나타난

한복 상의의 깃, 섶, 도련, 소매 등의 구성요소 응

용 사례를 참고하여 조선 중기 이후 출토 복식에

나타난 여자저고리 구성요소(Guem, 1994)들을 두

개씩 임의로 선정하였다. 이것으로 한복 저고리

형태 구성요소표 <Table 4>를 만들었다. 깃은 동

그레깃과 당코깃을, 섶은 저고리와 당의의 섶을

기본형으로 선택하였다. 도련은 조선 후기의 완만

한 곡률의 저고리 도련과, 곡률이 높은 당의의 도

련을 함께 채택하였다. 소매형태는 배래의 곡률이

없어 거의 직선으로 보이고 통이 좁은 소매와 색

동소매로 하였다. <Table 4>의 형태를 응용하여 1

차 디자인을 전개하기로 한다.

2) 여자 저고리 구성요소응용의 1차 디자인

디자인 제시는 20-30대 여성을 위한 봄ㆍ여름

용 상의로 캐주얼 이미지를 컨셉으로 한다. 선정

된 저고리 형태구성요소인 깃, 섶, 도련, 소매를

체크리스트법의 재배열, 축소, 확대, 결합, 용도전

환, 전도 등 6가지 기법으로 변형하여 1차 디자인

24개를 도출하였다. 블라우스의 네크라인과 진동

둘레선의 변화, 여밈의 형태, 절개선의 겹침을 활

용하여, 저고리의 속성을 살린 디자인을 전개하고

COLLAR GUSSET HEM LINE SLEEVE

MODEL A

(Canonical form)

MODEL B

(Canonical form)

<Table 4> Elements of woman’s jeogori

Reverse none

Combine

Combine with

gathers, combine

ribbon in western

blouse

<Fig. 19> 2002 FW RTW

(http//www.firstview.com, n.d.-s)

<Fig. 20> 2008 FW RTW

(http//www.firstview.com, n.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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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Check lists
Case of applicate

COLLAR
Detail of Application

Collar

Mod. A

(Dongre)

Collar

Mod. B

(Dangko)

Put to other use
Collar is changed the direction by 90° angle

and put to armhole

Magnify Overlapping collars

Minify Reduction of collar

Rearrange Collar is moved up the body inside

Reverse Reverse right and left of collar (Dangko)

Combine
Seperate the collars from the body and connect

by knot button

<Table 6> Gusset variation by checklist

Model Check lists
Case of applicate

GUSSET
Detail of Application

Gusset

Mod. A

Put to other

use
Gussets put to pocket

<Table 5> Collar variation by check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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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sset

Mod. B

(Dangyi)

Magnify Gussets extend to neckline

Minify
Remove gussets, remain only decorative part

of gusset

Rearrange Gussets put to neckline

Reverse Reverse up and down and turn out

Combine Add the pleats

<Table 7> Hem line variation by checklist

Model Check lists
Case of applicate

HEM LINE
Detail of Application

Hem line

Mod. A

Put to other

use
Hem line put to neckline

Magnify Repeat hemline and emph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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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m line

Mod. B

(Dangyi)

Minify Remove the middle part of panel

Rearrange Redirect the hem line to a 90 ° angle

Reverse Reverse up and down

Combine Add the pleats in hem line

<Table 8> Sleeve variation by checklist

Model Check lists
Case of applicate

SLEEVE
Detail of Application

Low curved

sleeve

Mod. A

Put to other

use
Sleeves convert to bow collar

Magnify
Saekdong sleeves put on the low curved

sleeves

Minify Reduction the length of sleeves

Rearrange Rearrange the stripes direction



服飾 第69卷 4號

- 46 -

자 한다. 이러한 디자인 방법 전개로 저고리 형태

요소를 체계적이고 분석적으로 적용하고 기본 바

디스에 소매를 필요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

디자이너 이영희 작품 분석에서 상의 응용의

경우 용도전환과 전도의 방법은 찾아볼 수 없었는

데 본 연구는 저고리 형태의 용도전환과 전도방법

도 시도하였다. 깃, 섶, 도련, 소매의 1차 디자인을

<Table 5>, <Table 6>, <Table 7>, <Table 8>로 제

시하였다.

3) 여자 저고리 구성요소응용의 2차 디자인

1차 디자인 도출을 바탕으로 형태 분석법을 적용

하고자 <Table 9>의 왼쪽 행에 각 구성요소를 배치

하고 구성요소별로 부분적 해결안을 6개씩 배치하

여 요소들의 조합이 체계적이고 자유롭도록 하였다.

1차의 24개 디자인에서 2가지 이상의 구성요소를

조합하면 무수한 조합이 가능하나 본 연구에서는 4

개의 2차 디자인을 조합의 예로 제시하였다. 2차 디

자인의 조합내용을 보여주는 형태조합표와 도식화

를 <Table 10>로 정리하였다. 최종 디자인 완성과정

에서 부분적 해결안들은 전체 형태와의 조화를 위

해 크기나 길이, 폭과 디테일 등에 부분적인 수정이

있었음을 밝힌다.

디자인 1은 깃C와 섶C 변수가 조합되었다 깃은

형태가 축소되었고, 섶은 앞길에 섶을 붙이지 않

고, 앞길에 섶코만으로 장식했다. 디자인 2는 깃A

와 도련B가 조합되었다. 깃A는 깃을 90도 각도로

방향을 돌려서 암홀라인으로 용도 전환하였다. 도

련B는 당의의 도련선을 반복하고 선을 넣어 강조

Sub-solution

A B C D E F

Collar

Gusset

<Table 9> Combination table of the first design

Sleeve with

stripes of

many colors

Mod. B

(Saekdong)

Reverse Reverse upper and lower part of sleeve

Combine Add the knot butt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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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m line

Sleeve

<Table 10> Second Design based on the first applicated design

Level
Design

No.
Schematization Combination table

Second

design

Design 1

front back

A B C D E F

Collar

Gusset

Hem line

Sleeve

Design 2

front back

A B C D E F

Collar

Gusset

Hem line

Sleeve

Design 3

front back

A B C D E F

Collar

Gusset

Hem line

Sle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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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도련선에 레이스 장식을 넣어 여성스런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디자인 3은 섶A와 소매A가

조합되었다. 섶A는 섶이 주머니로 용도전환 되었

으며, 가슴에 있던 섶 모양의 주머니는 보우칼라

와 조화시키면서 제거되었다. 섶에 있는 주머니는

주름장식을 넣어서 귀여운 이미지를 주었으며, 다

른 색으로 섶코를 강조하였다. 소매A는 색동구성

의 소매가 보우칼라로 용도 전환되었다. 디자인 4

는 섶E와 소매B가 조합되었다. 섶E는 섶을 거꾸

로 하여 밖으로 제꼈으며 그 위에 프릴을 장식했

다. 소매B는 변형된 색동 구성을 축소하여 사용하

였다. 블라우스 디자인에 러플이나 레이스를 추가

하여 여성적인 느낌을 강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1차 디자인으로 디자인을 완성하거나 1차 디자인

을 부분적 해결안으로 보고 이를 조합하여 2차 디

자인을 전개할 수 있다. 1차 디자인과 2차 디자인

과정을 통해서 더욱 다양한 디자인 발상이 가능하

고 체계적이며 분석적인 디자인 발상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Ⅳ. 결론 및 제언
패션 산업은 주기적으로 빠른 시간내에 많은

양의 새로운 디자인을 요구하며 글로벌 패션 시장

에 한국적 디자인은 주요 트랜드 중 하나로 주목

받고 있다. 이런 필요에 의해 창조적 발상법에 의

한 한국적 패션디자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국

적 디자인 개발을 위하여 한복을 현대패션에 독창

적으로 응용하여 글로벌 소비자의 관심을 받은 디

자이너 이영희의 작품을 창조적 발상법으로 분석

하였다. 그 결과 한복 상의에 비해 치마를 응용한

작품이 많았으며, 한복의 구성요소 중 깃, 섶, 소

매, 고름, 허리 말기, 치마 길이 등의 용도전환, 확

대, 축소, 재배열, 전도, 결합 등의 방법이 사용되

었으며, 한 개의 작품에 적용된 창조적 발상 기법

도 여러 가지임을 알 수 있다. 실증 연구로 전통

한복 저고리의 형태요소를 기본으로 저고리의 구

성요소인 깃, 섶, 도련, 소매의 형태를 체크리스트

법을 사용하여 변형하여 24개의 1차 디자인을 도

출하였고 이것을 조합하고자 1차 응용디자인 형태

조합표를 만들었다. 이 표를 바탕으로 형태조합법

에 의한 2차 디자인 4개를 도식화로 제시하였다.

연구를 통해 첫째, 이영희 작품을 체크리스트의

기법으로 발상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보다 구체적

인 사고 과정을 이해할 수 있고 사고 과정의 이해

를 바탕으로 1차와 2차로 나누어 단계적이며 분석

적인 디자인 제시가 가능하였다. 디자인 발상이

모호하고 막연하다는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이고

분석적인 길라잡이가 될 수 있다. 둘째, 이영희 작

품 디자인 분석 결과 한 작품에 여러 기법이 적용

된 기법 사례를 응용하여 1차 디자인은 체크리스

트법으로 2차 디자인은 형태분석법을 적용하여 창

조적 사고의 발상을 보다 확장하였다. 창조적 발

상법 자체도 확산형과 분석형으로 그 속성이 다르

므로 적절한 발상 기법의 혼합은 발상 결과를 보

다 효율적으로 늘릴 수 있다. 셋째, 치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변형이 제시되었던 저고리의 구

성요소를 응용하여 한복의 상의 요소를 활용한 다

Design 4

front back

A B C D E F

Collar

Gusset

Hem line

Sle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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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디자인 전개가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전통한복의 형태구성요소를 응용할 때 원형의 구

성요소를 그대로 쓰는 것보다 원형을 변형한 후

그것을 다시 조합함으로써 다양한 변화를 보여줄

수 있다. 소비자들에게 전통의상의 형태나 색감은

흔히 고정적으로 인식되어 있는데 이것을 변형하

여 현대 의복에 응용할 때에 새로운 느낌과 흥미

를 유발할 수 있으며 아이디어 발상의 측면에서

풍부한 영감의 원천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한 작품에 여러 가지 창조적

발상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새로운 형태 조합

이 가능하고, 체계적인 발상 과정을 통하여 독창

적인 디자인이 보다 용이하게 전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분석적 발상법인 형태분석법과 체

크리스트법의 혼합사용이 빠른 시간에 다양한 형

태의 디자인 도출에는 유리하나 더욱 폭넓은 형태

변화를 원한다면 다른 확산형 발상법과 분석적 발

상법의 혼합사용도 가능할 것이다. 나아가 한국적

패션디자인은 전통복식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의 특

성을 보여줄 수 있는 다른 분야, 즉 전통 건축, 전

통놀이, 전통 공예품 등 다양한 소재를 창조적 발

상법으로 패션과 접목한다면 한국적 디자인이 더

욱 폭넓게 전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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