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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esign practice model based on the creative fashion designer's methodology in

fashion education. ‘The Design Cycle’ was the criterion used to analyze the design method of Demna Gva-

salia who is one of the outstanding contemporary designers. After that, this study's practice model was then

developed and experimented to verify its effectiveness in design practice as based on Gvasalia's method

where ready-to-wear products were firstly dissembled then re-constructed with new designs created based

on re-constructed results. To test its effectiveness, a student oriented design workshop was held to extract

design results through the practice model; in addition, the students also conducted a survey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method. According to the self-evaluation result, the participants generally accept the de-

sign efficiency through the distinctive process. An evaluation by three fashion experts was also conducted.

Experts assessed that the model is recommendable for seniors having knowledges on ‘Construction’, it is

appropriate to deal with the trickled-down copying trend that could promote student interest and generate

separate results according to different visions. Therefore, it could be accepted that the applicability of this

study's practice model was confirmed.

Key words: Demna Gvasalia, The design cycle, Fashion education, Design practice; 뎀나 바잘리아, 디

자인 사이클, 패션디자인 교육, 디자인 실습

I. 서 론

현대의 패션은 다원화된 사회와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패션테마가 공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현대의 경제난 속에서 디자이너들은 소비자를 가능한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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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끌어들이기 위해 트렌드 속에서 수많은 미니트렌드

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것이 현재 더 이상 한 가

지 스타일로 한 시즌을 판단할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하였

다(Eun, 2009). 따라서 현대의 패션디자이너에게는 특유

의 디자인 정체성 내에 새로운 파생적 정체성을 생성하

여 다각적인 측면에서 경쟁자와 차별성을 전달할 수 있

는 창의성이 요구되게 되었고, 패션교육에서 또한 창의

적 결과 도출을 위한 교육방법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Eun, 2009; Lee et al., 2016). 일반적으로 교육분야에서

창의성은 일반적으로 Brainstorming과 Mind map 등과

같은 사고기법에 의해 증진될 수 있다고 인식되고 있다

(Jeon, 2006; Kim, 2014). 패션디자인 분야의 창의성의 경

우 스케치나 드로잉과 같은 행동적 과정이 수반됨에 따

라, 내적인 사고뿐만 아니라 타인과 차별되는 조사 및 디

자인 방법론 등의 외적인 작업방법에 의해 증진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현대의 패션교육에는 창의적

인 인재양성을 위한 사고기법뿐만 아니라 창의적 디자

인 방법을 활용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현재 하이패션계에서 주목받는 상대적

으로 독특한 관점과 표현을 위한 시도를 주저하지 않으

며, 창의적 결과 도출을 위한 독자적인 방법론을 가진 젊

은 디자이너 그룹의 디자인 방법은 연구의 필요성이 있

다. 위와 같은 기성 디자이너들의 디자인 방법 사례연구

는 패션디자인에 있어 창의적인 디자인 방법론 개발을

위해 연구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는 주로

이들의 디자인 결과물의 표현에 관한 분석이 주를 이루

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패션디자인 교육에 있어 현

재 다원화된 패션취향과 테마가 공존하는 시대적 특성

에 대응하여 독창적인 결과물을 제시하고 있는 기성 디

자이너의 디자인 방법을 활용한 디자인 실습모형 연구

개발에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현재 하이패션에서 차별적인 디자인 정체

성을 제시하는 기성 디자이너의 특징적인 디자인 방법

을 뉴욕 Parsons의 피오나 디펜바허(Fiona Dieffenbacher)

교수가 제시한 디자인 방법론인 The Design Cycle(이하

TDC)을 활용하여 분석, 추출하고자 한다. 이는 해당 방

법론이 디자이너의 창의성 개발을 위해 지속적, 순환적

인 사고와 작업의 개선을 강조하는 개념구조로 구성되

어, 일정 이상의 정보가 갖추어진다면 디자이너의 사고

및 작업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지표로서 활용 가능하기

때문이다(Lee et al., 2016). 또한 분석된 방법론을 활용

하여 교육에 활용 가능한 정형화된 실습모형을 개발하고,

해당 실습모형의 패션디자인 실습에서의 유효성을 확인

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설계, 수행되

었다.

첫째, 창의적 디자인 방법론이자, 기성 디자이너의 사

고 및 작업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지표로서 TDC의 단계

적, 순환적 과정의 맥락과 수행과제의 개념구조를 문헌

고찰한다. 둘째, 기성 디자이너의 디자인 방법을 반영한

실습모형 개발을 위해 현재 유럽의 하이패션을 주도하

고 있는 기성 디자이너를 탐색하여 적합한 분석대상을

선정한다. 셋째, 선정된 기성 디자이너의 특징적 디자인

방법을 분석하기 위해 분석대상인 컬렉션에 관한 인터

뷰 기사, 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의 정보를 수집하고, TDC

를 지표로 해당 디자이너의 사고와 작업과정을 분석하

여 특징적인 디자인 방법을 추출한다. 넷째, 앞선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설계한 디자인 실습모형을 적용한 워크

숍을 진행하여 디자인 결과물을 도출한다. 넷째, 디자인

결과의 독창성 및 실습모형의 활용성을 검증하게 위해

실습참여 학생들의 자체 평가 및 현역 패션디자이너 2인

과 의상디자인 전공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육자 1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의 평가를 수행한다.

본 연구는 현시대를 주도하는 기성 디자이너의 특징

적인 디자인 방법을 교육에 반영함으로써 디자인 실습

의 다양성을 모색하는 후속연구의 기초자료로서 참고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여기에 연구의 의의를 둔다.

II. 패션디자인 방법에 관한 고찰

1. TDC에 관한 일반적 고찰

디펜바허는 패션업계에서 30년의 실무경험과 뉴욕

Parsons에서의 교육경험을 토대로 직관적으로 창조적 작

업성취가 어려운 유형의 사람이라도 창의적인 패션디

자인 프로세스를 통해 독창적인 디자인 전개가 가능함

을 지적하며, 순환적인 구조로 설계된 TDC를 제시했다

(Fig. 1). TDC는 디자인 문제의 효율적 해결보다 창의적

인 해결에 방점을 둔 발상과 디자인 콘셉트의 설정, 독창

적인 디자인 결과물 도출을 위한 임의적이거나 순환적

인 프로세스의 수행을 강조한다. TDC는 수행자의 판단

에 따라 필요하다면 단계를 건너뛰어 프로세스를 진행

하거나, 각 단계별 작업수행의 결과가 미비할 경우 필요

한 하위 수행과제가 있는 단계로 돌아가 프로세스를 재

수행하여 결과물의 발전과 개선을 도모하는 방법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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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되었다.

첫 번째, 발상단계는 디자인 콘셉트 설정을 위한 적합

한 아이디어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경로의 직접, 간

접 조사작업 및 연구과정을 통해 자신의 경험이나 기존

에 존재하는 사물 등의 영감의 원천을 자신만의 것으로

개념화하는 과정으로, 맥락(context)과 탐색(explore), 해

석(interpret)의 하위단계로 구성된다. ‘맥락’은 영감의 원

천을 탐구하여 사고의 방향성을 찾고, ‘탐색’은 사고의

진전을 위한 다양한 리서치를 수행하며, ‘해석’은 탐색의

결과를 자신만의 디자인 콘셉트로 승화시키기 위한 개

념화가 이루어지는 단계이다(Dieffenbacher, 2013).

두 번째, 콘셉트단계는 자신의 발상의 결과에 관해 반

복적,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위한 사고를 통

해 기존과 다른 혁신적인 것을 도출하기 위한 자신만의

방향성을 찾고, 생각의 질서를 이끌어내는 과정으로, 숙

고와 질문(reflect & question), 연구(investigate), 재해석

(re-interpret), 자기화(own it)의 하위단계로 구성된다. ‘숙

고와 질문’은 발상단계에서 발견된 문제를 육하원칙 등

으로 구체화하고, ‘연구’는 구체화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다양한 리서치를 수행하며, ‘재해석’은 자신만의 독

특한 관점과 방법, 매체를 활용하여 연구의 결과를 실험

하고, ‘자기화’는 앞선 결과를 종합하여 기존의 콘셉트

를 되풀이하거나 영감의 원천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

도록 자신만의 콘셉트를 설정하는 단계이다(Dieffenba-

cher, 2013).

세 번째, 디자인단계는 이전 단계의 결과를 토대로 작

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존의 결과물에 안주하지 않고 작

업 중 새로이 떠오르는 주제를 수용하는 열린 사고를 통

해 혁신적, 독창적인 결과 도출을 위한 지속적인 디자인

과 컬렉션의 수정 및 편집작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재창조(re-invent)와 인식(recognize), 완성(finalyze), 확립

(establish)의 하위단계로 구성된다. ‘재창조’는 새로운 실

루엣과 형태를 제시하고, ‘인식’은 디자인 작업 중 새로

이 도출되는 주제를 파악하며, ‘완성’은 스타일 디자인

과 소재, 디테일 등을 결정하고, ‘확립’은 디자이너와 컬

렉션의 정체성 및 이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스타일을 표

명하는 단계이다(Dieffenbacher, 2013).

TDC는 자료수집 등의 리서치 과정 못지않게 디자이

Fig. 1. The design cycle.

From Dieffenbacher. (2013).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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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개인의 아이디어에 관한 명확한 시각에 따른 관념화

의 과정을 중시한다. 또한 디자인 과정에서 새로이 떠오

르는 주제나 테마가 있는지, 혹은 리서치 및 디자인 과

정에서 간과한 것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작업결과를 돌

아보며 콘셉트를 구체화하며, 이를 토대로 디자인을 수

행함에 있어, 디자이너의 창의성과 혁신적인 사고를 이

끌어내기 위한 복합적인 개념구조를 통한 지속적인 사

고과정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디자이너의 작업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수집된다면 디자이너의 사고와 작업과

정을 분석할 수 있는 지표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실제 디

펜바허는 TDC를 소개한 저서에서 해당 프로세스를 지

표로 디자이너 9인의 졸업컬렉션 완성과정을 분석함으

로써, 분석을 위한 도구로서 TDC의 활용성을 제시하였

다(Dieffenbacher, 2013).

2. 뎀나 바잘리아의 디자인 방법 고찰

본 연구에서는 디펜바허가 제시한 디자인 기법을 통

해 하이패션 디자이너의 디자인 방법을 추출할 디자이

너를 선정하기 위한 연구자의 기초조사 및 학생들의 선

호도를 참고하여 뎀나 바잘리아(Demna Gvasalia)가 분석

대상으로 설정되었다. 해당 디자이너가 현재 유럽의 하

이패션에서 독특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젊은 디자이너

중 한 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해당 브랜드의 작업 및 이

에 관한 인터뷰를 고찰한 결과 자신만의 콘셉트에 따른

방법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또한 디자인 워

크숍 프로그램 기획에 앞서 의상디자인학과 학생들이 선

호하는 스타 디자이너를 선행조사한 결과, 국내외의 유

명인이 베트멍(Vetements)의 의상을 입은 모습이 미디어

에 다수 노출됨에 따라 해당 브랜드와 디자이너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선호도가 높은 점이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워크숍과 실습방법론에 관한 학생들의

흥미와 몰입도 향상을 위해 바잘리아가 분석대상으로 설

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베트멍의 2016년 S/S시즌 컬렉션에 관

한 베트멍의 공식 인스타그램 등의 SNS의 자료와『Vo-

gue』및『Dazed』,『The Guardian』등의 다양한 매체와

의 인터뷰 기사 및 동영상의 내용을 분석하여 해당 브랜

드의 특징적인 디자인 방법을 추출하였다. 이는 해당 시

즌의 컬렉션을 통해 브랜드의 디자인 정체성과 하이패

션계에서의 입지가 확고해지고, 상업성과 창의성을 인정

받아 바잘리아가 발렌시아가(Balenciaga)의 크리에이티

브 디렉터로 지명 받는 계기가 되었기에(Jo, 2017), 분석

에 적합한 사례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본 절의 분석내

용에는 베트멍의 콘셉트와 디자인의 맥락이 방법론에

따른 정체성이 강하게 부각됨에 따라, 디자인 과정 및 결

과의 매끄러운 분석과 서술을 위해 2016년 S/S시즌 컬

렉션뿐만 아니라 베트멍의 모든 컬렉션 전반을 관통하

는 아이디어와 작업경향에 관한 서술이 포함될 수밖에

없었음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분석에는 베트멍의 공식

인스타그램 등의 SNS의 자료와『Vogue』및『Dazed』,

『The Guardian』등의 매체와의 인터뷰 기사 및 동영상이

활용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절에서는 분석결과를 서술

함에 있어, 베트멍이 복수의 디자이너로 구성된 브랜드

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바잘리아의 방법이 아닌 베트

멍의 방법으로 표기하는 것이 적합하지만, 바잘리아가

해당 브랜드의 리더로서 이를 대표하여 언론과 인터뷰

및 수상식 참석 등을 수행함에 따라, 편의상 베트멍이

아니라 바잘리아로 표기하였음을 밝힌다.

1) 발상

바잘리아는 브랜드와 디자인의 정체성 모색을 위한 맥

락단계에서 메종 마틴 마르지엘라(Maison Martin Marg-

iela)와 루이비통(Louis Vuitton)과 같이 개념적으로 훌륭

하거나 고품질의 디자인이라도, 제품으로서의 현실성과

합리성이 부족할 경우 대중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으며,

패션은 대중에게 수용되고 소비되었을 때 가치를 가진

다는 패션관을 발상의 중심에 두었다(Amed, 2016). 이에

따라 ‘대중에게 수용 가능한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패션

이 가지는 실용성과 상업성, 패션디자이너로서의 창의성

의 공존’이라는 정체성의 맥락을 형성했다(Amed, 2016).

탐색단계에서 바잘리아는 초기 발상전개의 실마리를

마르지엘라의 사례에서 찾았다. ‘기존의 셔츠를 분해해

서 구성한 새로운 의상’과 같은 작품들에서 ‘새로운 것

을 만들기 위해 기존의 것을 해체하는 개념’에 착안하였

다(Amed, 2016; Finnigan, 2016).

해석단계에서 바잘리아는 지나치게 개념적인 디자인

을 제시하여 대중성을 획득하기 어려웠던 마르지엘라의

사례와, 상업적인 디자인을 선별하여 2주에서 3주의 단

기간에 집중적으로 컬렉션을 완성했던 루이비통의 마크

제이콥스(Marc Jacobs)의 작업경향에 착안하여(Amed,

2016), 마르지엘라의 해체성과 마크 제이콥스의 즉흥성

이 혼합된 하이브리드적인 해체적 정체성의 기초개념을

도출하였다(Amed, 2016; Finniga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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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콘셉트

TDC의 숙고와 질문단계를 기준으로 바잘리아의 전반

적인 발상과정의 결과를 육하원칙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엇(what)’은 “창의적 영감으로서 해체적

개념과 상업적 즉시성과 즉흥성의 결합으로서의 패션”

으로, 둘째, ‘왜(why)’는 “대중에게 소구되지 못하는, 혹

은 대중을 고려하지 않는 현대 럭셔리 패션시스템의 고

착화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로, 셋째, ‘누구(who)’는

“패션에 관한 흥미와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젊은 층”으

로, 넷째, ‘어디에(where)’는 “자신이 문제를 발견한 대중

을 위한 시장”으로, 다섯째, ‘언제(when)’는 “럭셔리와

대중적 패션의 괴리가 존재하는 현재”로, 여섯째, ‘어떻

게(how)’는 “스스로의 영감의 원천인 해체적 패션과 대

중이 원하는 것, 또 대중이 수용할 수 있는 표현의 범위

의 절충을 위한 기존과 다른 방법론”으로 해석될 수 있

다(Amed, 2016; Finnigan, 2016; Petersen, 2016).

콘셉트의 연구단계에서 바잘리아는 ‘21세기의 패션은

제품 중심적이며, 대중이 소유하거나 입고 싶어 할지가

중요’하며, ‘창의성은 시장보다 앞서있어야 함과 동시에

새롭고 시장이 원할 수 있을 만큼 도전적’이어야 한다는

방향성에서 ‘대중이 수용할 수 있는 해체성과 상업성’을

탐구했다. 바잘리아는 디지털 시대의 젊은 층은 이미 충

분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으며, 패션에 관심이 있는 집단

은 능동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소비함에 착안하

여(Anaya, 2015/2016), 트렌드를 추종하는 젊은 층의 패

션을 해체하고, 즉흥적으로 재구성하여 ‘입을 수 있는

상업성’과 ‘시장에 앞서는 창의성’을 접목하고자 했다.

바잘리아는 자신과 유사한 관점을 가진 동료들과 베트

멍을 조직하여 기존의 해체적 디자이너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Amed, 2016; Anaya, 2015/

2016). TDC의 관점에서 디자인의 재창조단계로 이동한

바잘리아는 기존의 의상을 해체하는 디자인 방법론을

실험하였다. 기성복 제품들을 수집하여 늘어놓고, 20분

에서 25분 사이의 짧은 시간 동안 즉흥적으로 이들을 실

질적으로 해체하고 재구성할 방법을 구상했다(Petersen,

2016; Socha, 2015). 그 결과, 새로운 재조합 방법의 영감

이 발견될 경우 이를 반영한 디자인을 스케치하여 기존

의 것에서 출발한 아이디어를 재구성하거나, 특정 기성

품들을 활용하는 흥미로운 재구성 방법이 제한시간 내에

떠오르지 않는다면, 해당 기성품을 활용하는 아이디어는

폐기하였다(Amed, 2016; Petersen, 2016). 이러한 과정적

방법에 따라 베트멍의 디자인은 해체의 방법론이 형태

적으로 강조되는 특징을 보인다(Fig. 2)−(Fig. 3).

위와 같은 재창조의 과정을 통해, 바잘리아는 다양한

문화권의 다국적 동료들과 협업하며, 특정한 요소에 관

해 각기 다른 견해의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각 문화권

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의견의 일치를 위한 절충이 필요

함을 발견했다. 바잘리아는 절충과정을 통해 다양한 시

각이 일치될 수 있다면 보다 폭 넓은 관점에서 수용될

수 있는 디자인 결과가 뒤따를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

라 바잘리아는 콘셉트단계의 재해석단계로 되돌아가 자

신들의 해체와 재구성의 방법에 대중성을 보다 강조할

수 있을 방법 및 매체를 탐구하였다. 그 결과, 바잘리아

는 대중에게 친숙한 문화요소를 자신들의 디자인 방법

에 적용한다면, 그들 관점과 대중의 관점 사이의 간극을

절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바잘리아는 구소련

의 붕괴 이후 서방으로 이주하여 처음 접하였고 자신에

게 독특한 영감의 원천으로 작용한 ‘청년문화’, ‘하위문

화’ 요소에 착안하게 되었다(Amed, 2016; Anaya, 2015/

2016; Fedrova, 2016; Finnigan, 2016)(Table 1). 이후 바잘

Fig. 2. Collecting mass-products of ready-to-wear.

From vetements_official. (2017). https://www.instagram.com

Fig. 3. Re-constructive designs started

from deconstruction.

From vetements_official. (2016c). https://www.instagram.com;

vetements_official. (2016e). https://www.instagr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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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는 젊은 층의 패션패턴과 그들이 향유하는 문화요

소를 보다 면밀히 관찰하여 이들이 바라는 것을 유추하

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기성품을 즉흥적으로 해체하여

이를 다양한 시각으로 재구성하는 1차적 방법론과, 트렌

드에 밝은 대중의 패션과 하위문화 요소의 절충이라는

2차적 방법론을 도출하였다. 바잘리아는 해체와 재구성

이라는 디자인을 이끌어내기 위한 작업방법 자체를 ‘눈

에 보이는 콘셉트가 없는 콘셉트’, ‘콘셉트를 가지지 않

는 콘셉트’로서 자기화하였다(Petersen, 2016).

3) 디자인

첫 번째, 인식단계에서 바잘리아와 동료들은 대중은

물론 자신들의 경험을 반영한 시각요소를 활용하여 디

자인 정체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바잘리아

는 원단주문 및 생산, 수급에 국제적 배송업체인 DHL

을 주로 이용하였는데, 종종 배송지연 등으로 인해 곤

란을 겪었고, 이를 자신들의 작업과 일상의 문화적 요소

로 해석하여 해당 업체의 사인 컬러와 로고를 디자인에

적용하였다. 이처럼 바잘리아는 일상 혹은 거리에서 시

각적으로 자주 눈에 뜨이거나 이용하는 기업의 로고나

영화, 포스터, 유명인 등의 이미지를 또한 대중적 하위

문화 요소로서 텍스타일 프린팅에 적용하는 디자인 경

향을 보인다(Finnigan, 2016).

두 번째 완성단계에서 바잘리아는 조지아 내전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 독일로 이주하기까지의 7년간의 난민

생활을 통해 형성된 자신의 비주류적인 정체성과 거리

의 정제되지 않은 하위문화의 시각요소를 결합하여 다

소 어두운 색채감의 패션컬렉션을 구체화하였다(Table

1). 또한 바잘리아는 일반적으로 자신들이 추구하는 ‘일

상 및 대중적인 패션’을 위해 일상적 패션을 위한 소재

를 활용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과도한 장식적 소재 개발

과 적용은 대중을 위한 패션에 있어서 제품 중심적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Amed, 2016).

마지막 확립단계에서 바잘리아는 기성품의 해체와 재

구성, 하위문화 요소의 반영이라는 과정적 방법을 통해

베트멍 2016년 S/S시즌 컬렉션의 대표적인 스타일을 확

립하였다. 해당 컬렉션의 대표적인 스타일은 크게 ‘과장

되거나 왜곡된 실루엣’과 ‘하위문화에서 착안한 문구나

이미지를 활용한 프린팅’,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난 이

질적인 아이템의 조합 혹은 이질적인 스타일링’, ‘전반

적으로 채도가 낮지만 다양한 색상의 일상적인 기성 소

재의 활용’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Table 2).

바잘리아는 자신들의 미학에 관해 “극단적이고 아름

답지 않은”이라 언급하며 스스로의 디자인 정체성이 대

중의 일상적인 것에 기원하지만, 자신이 지향하는 바는

실체적인 해체의 과정을 통해 기존의 패션관념을 해체

하는 데 있음을 강조했다(Yeung, 2016). 위와 같은 바잘

리아의 디자인 과정의 흐름을 TDC의 틀에서 시각화하

면 다음의 <Fig. 4>와 같다.

분석결과, 바잘리아는 발상과정에서 ‘해체적 창의성’

과 ‘즉흥적 상업성’을 결합하여 기존의 의상을 해체하

여 재구성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디자인 방법론을 콘셉

트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타겟 소비자 등 실질적인 디

자인 문제를 파악한 후, 바로 디자인단계에 들어가 방법

론을 실험하였다. 이를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보다 강

조하기 위한 ‘문화’라는 키워드를 추출하여, 콘셉트를 보

Table 1. Examples of Gvasalia's usages of sub-cultural elements

Celebrity Graffiti, posters of films and slang in streets Daily logo

From 

vetements_official. 

(2016g). https://

www.instagram.com

From vetements_official.

(2016d).

https://www.instagram.com

From 

vetements_official. 

(2016f). https://

www.instagram.com

From 

vetements_official. 

(2016a). https://

www.instagram.com

From 

vetements_official. 

(2016b). https://

www.instagr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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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하기 위한 연구 및 재해석, 자기화의 과정을 거쳐 해체

적인 방법론에 의한 하위문화의 반영이라는 보완된 콘셉

트를 도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디자인을 전개하고, 대중

적인 콘셉트를 강조하기 위해 기성 원단을 활용하여 컬

렉션의 대표적인 스타일을 확립하는, 콘셉트의 보완을

위해 이전 과정으로 돌아가는 순환적인 작업과정을 보

였다.

본 절에서 분석된 전반적인 바잘리아와 동료들의 디

자인을 위한 사고 및 작업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

신들의 다문화적 관점의 차이를 인정함을 전제하고, 서

로의 의견일치를 모색하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바와 대

중이 원하는 것의 교차점을 대중의 입장에 서서 대중이

소비하는 거리의 패션스타일과 익숙한 하위문화 요소를

유추하여 선택하는 ‘절충성’, ‘유추성’을 보였으며, 둘째,

Table 2. The representative signature styles of Vetements' 2016 S/S collection

Category Images

Exaggerated and

distorted silhouette

Textiles reflecting

sub-cultural elements

Combination of

disparate items and

styling

Applications of

undecorated fabrics and

tone downed colors

From Condon. (2015). http://www.vogue.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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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 스트리트 패션제품을 즉흥적으로 해체하고 짧은

제한시간 내에 재구성할 방안을 구상하여 흥미로운 실

루엣과 디테일을 도출하기 위한 ‘해체성’, ‘즉흥성’을 보

였고, 셋째, 하위문화의 시각적 요소를 디자인에 반영함

에 있어 로고나 영화, 포스터, 유명인, 비속어 등의 이미

지를 조작이나 왜곡하지 않고 여과 없이 그대로 텍스타

일 프린팅으로 디자인에 적용하는 ‘직접성’을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III. 뎀나 바잘리아의 방법을 활용한

패션디자인 실습

1. 연구설계

본 절에서는 앞서 분석된 바잘리아의 사고와 작업의

흐름을 기초로 패션디자인 실습모형을 설계하였다. 바

잘리아의 발상과정에서 초기 ‘기성품을 활용하는 개념’

에서 기존 선행사례의 ‘조사 및 수집(investigate & col-

lect)’ 개념을 추출하였고, 콘셉트 과정에서 ‘기성품의 해

체와 재구성’ 개념에서 수집된 사례자료를 해체, 재구성

하는 콜라주 작업이 수행되는 ‘선택과 인식(select & re-

cognize)’ 개념을 추출하였으며, 디자인 과정의 ‘해체와

재구성을 위한 발상과정에서 새로운 디자인을 도출’하

는 개념에서 앞선 콜라주 작업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디

자인을 전개하는 ‘재해석(re-interpret)’ 개념을 추출하였

다(Fig. 5).

이후 상기의 추출된 수행과제의 개념을 패션디자인

실습에 적합하도록 바잘리아의 사고와 작업과정을 참고

로 하여 과정적 실습모형을 구성하였으며, 각 단계의 수

행과제 개요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조사 및 수집’ 단계에서는 실습자의 심미적

관점이나 특정한 실습테마에 따른 디자인 콘셉트에 적

합한 기존의 패션디자인 사례를 조사하고, 패션테마나

장르적 방향성이 적합한 자료를 최대한 다양하게 수집

Fig. 4. The order of Gvasalia's design works analyzed through the perspective of the frame of T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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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유형별로 데이터베이스화 한다. 이를 통해 바잘리

아의 작업특성 중 유추성과 직접성을 실습과정에 반영

하고자 하였다. 바잘리아의 경우 실제 기성 의류를 수집

하지만, 본 연구의 실습에서는 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수행함을 목적으로 함에 따라, 실물이 아닌 출력된 이미

지를 수집하도록 매체를 수정하였다.

두 번째, ‘선택과 인식’ 단계에서는 수집된 이미지 중

수행자의 디자인 아이디어 및 콘셉트에 적합한 복수의

이미지들을 선별하여 해체하고, 인체 위에 콜라주 기법

을 통해 재구성하는 작업이 수행된다. 이때 가능한 각기

다른 다양한 원본 소스를 탐구하고 선택하여 작업함이

권장된다. 이를 통해 바잘리아의 해체성과 직접성, 즉흥

성을 실습과정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세 번째, ‘재해석’ 단계에서는 앞서 도출된 콜라주 작

업결과를 기초로 새로운 디자인을 이끌어내는 디자인

스케치 혹은 스타일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이 수행된다.

해당 과정은 해체적 조형성에 기초하면서 재구성된 각

부분의 이미지를 통합하여 하나의 정돈된 룩을 도출하

는 것을 목적으로 제안된다. 이를 통해 바잘리아의 해체

성과 절충성을 실습과정에 반영하고자 하였다(Table 3).

해당 실습모형의 활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습과 평

가단계로 구성된 디자인 워크숍을 기획하였다. 본 연구

의 워크숍은 학기 중의 정규수업이 아닌, 의상디자인학

과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총 2주간 월요일과 수요일에 각

각 2시간씩 총 4회의 디자인 실습연수 프로그램의 형태

로 설계되었다. 실습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연구자 간의

내부토의 결과, 기존의 의상을 해체, 재구성을 통한 디자

인 전개가 전제됨에 따라, 저학년에 비해 일반적인 패션

디자인 프로세스 수행경험이 있고, 의복의 복종 및 구조

에 관한 구체적인 지식을 가진 고학년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참여 희망자를

Fig. 5. The extracted concepts of tasks for the fashion design practice model based on the order of Gvasalia's

design works.

Table 3. The steps of the fulfillment of the practice model drawing on Gvasalia's design works

1st Step : Investigate & collect 2nd Step : Select & recognize 3rd Step : Re-interpret

• Collecting fashion images according

to personal interests
→

• Considering the way to deconstruct

and re-construct the collected images

in the time limit

• Fulfilling collage tasks based on the

above consideration

→

• Performing re-design tasks drawing

on the collage images and finishing

up style illus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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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한 결과, 총 10인의 희망자가 모집되었다. 구체적인

워크숍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 해당 학생들의 의복

구성 관련 과목 포트폴리오를 참고하여 연구자 간의 토

의를 수행한 결과, 실물의상의 해체를 통한 3D 실물제

작보다 방법론의 숙지와 이를 통한 디자인 전개, 2D 스

타일 일러스트레이션의 도출로 실습의 범위를 한정하

였다. 이는 학생 개개인의 의복제작 역량 등의 변수에 의

해 방법론 결과물의 독창성이나 완성도가 희석될 수 있

는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동시에 본 연구의

워크숍이 정규수업이 아닌 한시적인 워크숍의 형태로

수행됨에 따른 시간적, 예산적 한계도 고려되었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설정된 워크숍의 각 시수별 실

습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시간에는 바잘리아의 디자인 방법과 이를 참

고한 실습모형의 단계별 수행과제 개요 및 단계별 수행

내역에 관한 소개가 이루어졌다. 실습모형의 활용방법

에 관한 숙지가 이루어진 후, 각 학생들은 모형의 첫 단

계인 ‘조사 및 수집’ 단계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유도되

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앞선 단계에 수집된 이미지 자료를

활용하여 ‘선택과 인식’ 단계의 콜라주 작업이 수행되었

다. 이때 가능한 많은 양의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 결

과물의 다양성이 이끌어내질 수 있도록 학생들을 유도

하였다.

세 번째 시간에는 ‘재해석’ 단계의 임무가 수행되었다.

해당 단계에서 학생들은 기존의 패션아이템 이미지를 활

용한 콜라주 작업결과물을 토대로 자신의 새로운 디자인

을 이끌어내기 위한 발상작업을 충분히 수행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스타일 일러스트레이션 작업

을 수행하였다.

네 번째 시간에는 각 작업결과물을 마무리하여 실습

을 종료한 후, 각 참여 학생들은 간단한 인터뷰를 통해

각자의 실습결과물의 완성도 및 만족도 및 해당 실습모

형의 유효성, 활용 가능성에 관한 자체 평가를 수행하였

다. 이후 실습의 결과물은 개인 브랜드를 운영하는 패션

디자이너 1인과 패션기업에서 일하는 디자이너 1인, 의

상디자인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육자 1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의 2차 평가를 통해 해당 실습모형의 유효

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검증하였다.

2. 디자인 실습

워크숍 진행 시 각 단계별 한생들의 작업개요는 다음

과 같다.

‘조사와 수집’ 단계에서 각 학생들은 바잘리아와 달리

개별 의상아이템 이미지보다 컬렉션 사진과 같은 전신

착장이미지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디자인 작

업결과물이 스타일 일러스트로 설정됨에 따라, 디자인

시 하나의 완성된 룩을 구성함에 있어 해체된 부분이 배

치, 즉 착장될 위치를 고려하거나, 의복의 착장위치의 고

정관념을 해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한 해체라

는 방법론을 전제로, 각 개인이 선호하는 혹은 추구하는

패션이미지를 해체와 재구성을 염두에 두고 기존의 사

례를 선별, 수집함에 따라,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조사

와 수집’ 단계를 일반적인 패션디자인 프로세스의 디자

인 주제설정과 자료수집, 무드보드 작성과정을 통합한

것과 유사한 단계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과 인식’ 단계에서 각 학생들은 작업매체에서 두

가지 차이점을 보였다. 5인의 학생들이 수집된 이미지를

출력하여 직접 찢거나 잘라서 인체 스케치 위에 배치하

여 콜라주 작업을 수행한 반면, 나머지 5인의 학생들은

어도비 포토샵(Adobe Photoshop)과 같은 그래픽 툴을 활

용하여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는 그래픽 툴의 활용이 출

력물을 활용한 작업보다 상대적으로 이미지의 분해 및

추출, 조작이 용이할 수 있다는 인식의 차이 및 각 개인

의 PC 작업의 숙련도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해당

단계에서 이미지를 해체하고 재조합함에 있어, 학생들

은 두 가지 재구성 경향을 보였다. 첫 번째는 먼저 하나

의 기초적인 틀로 설정된 특정 스타일 위에 다른 소스

에서 추출한 부분이미지를 장식적으로 결합하여 이미지

를 재구성하는 ‘부분의 장식적 결합 혹은 적용’ 경향이

며, 두 번째는 워크숍의 대부분의 결과물에서 발견된 각

기 다른 원천 소스를 해체하여 추출한 거의 유사한 크기

나 시각적 비중을 가진 이미지들을 결합하여 하나의 룩

으로 통합하는 ‘통합적인 부분의 결합’ 경향이다(Table

4). 대부분의 결과물이 두 번째 유형에 속함을 고려한다

면, 첫 번째 유형은 학생들이 방법론에 관한 실습의 숙

련도가 상대적으로 미성숙했던 워크숍 초기에 도출된 결

과물들로 해석된다. 아와 더불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콜

라주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후 이를 활용한 재해석 작

업을 염두에 두고 색과 소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자 하였으며, 해당 단계의 과정을 일반적인 패션디자인

프로세스에서 디자인과 소재 선택을 통합한 단계로 인

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석’ 단계에서 각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작업경향

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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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하나의 해체-재조합된 부분적 이미지들을 연결,

재구성함에 있어 재결합된 경계의 이질적인 시각요소를

자연스럽게 처리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3피스 이상의 스

타일을 생성하거나, 둘째, 이질적 시각요소의 결합을 위

해 벨트나 스트랩 등의 여밈구조를 활용하거나, 셋째, 각

기 다른 부분을 조합하여 하나의 피스를 생성함에 있어

서 부분이 결합되는 부분의 시각적인 경계를 완화하기

보다 오히려 강조하는 디자인 경향을 보였다.

또한 콜라주 이미지와 재해석된 디자인에 적용된 색

상과 소재 설정에 큰 차이가 없는 공통적인 경향이 나타

났는데, 이는 이전 단계에서 이미 소재의 재질과 색상 측

면의 고려가 이미 이루어졌던 상태에서 콜라주 작업이

수행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각 학생들

은 해당 단계를 디자이너 스스로에 의해 수행되는 평가

와 개선이 통합된 단계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와 같은 과정을 통해 도출된 학생들의 실습결과물의 개

요는 다음의 <Table 4>와 같다.

3. 평가

본 연구의 실습모형 및 실습결과물의 평가는 다음과

같이 수행되었다. 먼저 실습의 주체인 학생들을 대상으

로 5점 리커트 척도의 4가지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 및

간단한 인터뷰를 통해 디자인 실습에 있어 해당 실습모

형의 유효성을 자체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후 개인브랜

드와 기업브랜드에 속한 현역 디자이너 2인과 패션디자

인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육자 1인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을 수행하여 워크숍에서 수행된 디자인 방법과 결과물

의 완성도 및 실습모형의 유효성을 평가하였다. 전문가

평가위원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육자 이외에 현역 패션

Table 4. The examples of the results in the workshop adapting Gvasalia's working method

Expressional category Result of hand-collage Result of digital-collage

 Application of

decorative part on

the dominant image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17, March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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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ntinued I

Expressional category Result of hand-collage Result of digital-collage

Integrative combination

of different parts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17, March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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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를 개인브랜드와 기업브랜드에 속한 인원으로

구분하여 포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개인브랜드 디자이너의 경우, 개인단위에서 경쟁자와

차별화되기 위해 시장과 소비자 리서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기업브랜드 디자이너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롭

게 본인의 독자적인 콘셉트와 창의적인 영감과 결합하

여 디자인을 이끌어낸다.

한편 기업브랜드 소속의 디자이너의 경우, 조직의 일

원으로서 이미 형성된 기업의 콘셉트, 타겟 시장과 소비

자를 위한 디자인을 수행함에 있어 다른 구성원들과 효

율적인 협업이 요구된다. 또한 국제적인 트렌드에 대응

하면서도 산업적인 대량 생산을 위해 효율적이며 경쟁자

와 차별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창의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차이에 따라 양측은 디자인의 결과물을 평가

함에 있어 시각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패

션디자인 교육이 창업은 물론 기업의 실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력배출에 있음에 따라, 현역 패션디자이너 평

가인원을 개인브랜드와 기업브랜드로 구분하여 구성하

였다.

1) 참여 학생 평가

학생들의 자체 평가를 위한 설문지의 평가기준의 설

정을 위해 교육기관에서 패션디자인 방법론을 다룬 선

행연구를 고찰하였다. 대학에서 패션디자인 교육에 있

어 발상 및 디자인 방법론을 연구한 Kim(2014)의 연구

에서는 실습결과물의 평가에 있어 발상과정의 결과물

평가를 위해 ‘독창성’과 ‘민감성’, ‘유연성’이, 디자인 문

제를 분석하고 패션콘셉트를 해석하는 과정의 결과물

평가를 위해 ‘유연성’과 ‘유창성’, ‘구체성’이, 마지막으

로 디자인 작업의 결과물 평가를 위해 ‘통일성’과 ‘유창

성’, ‘구체성’이 평가기준으로 설정되었다. 한편으로 특

성화 고교에서 패션디자인 교육을 위한 방법론을 연구

한 Lee(2016)의 선행연구에서는 2009년도 발행된 교육

과학기술부의 고등학교 전문교과 가사 및 실업 매뉴얼

의 성취기준을 상, 중, 하의 3단계로 나누어 결과물을 평

가하였다.

본 연구의 자체 평가를 위한 설문지는 Kim(2014)의 연

구를 참고로 하여 평가기준을 설정하여 문항을 구성하

였다. 또한 해당 실습모형이 기존의 디자인 사례를 해체

및 재구성하고, 이를 기초로 새로운 디자인을 이끌어내

는 과정으로 구성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들이 질문

에 반영되었다(Table 5).

첫 번째, 기존의 사례를 초기 디자인 발상에 실체적으

로 활용함에 따라 해당 실습모형의 수행에 있어 작업진

Table 4. Continued II

Expressional category Result of hand-collage Result of digital-collage

Integrative combination

of different parts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17, March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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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의 ‘효율성’이 평가기준의 하나로 설정되었다. 두 번째,

해체와 재구성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디자인을 구상함

에 따라 2차적 디자인 결과물의 ‘완성도’가 평가기준의

하나로 설정되었다. 세 번째, 실습자 개인의 심미적 기준

이나 디자인 정체성에 따른 사례조사와 선별이 이루어

지고 이후 재해석의 작업이 수행됨에 따라 ‘독창성’이

평가기준의 하나로 설정되었다. 네 번째, 본 연구의 실습

모형이 기성 디자이너의 방법론에서 기초하였듯이, 해당

실습모형을 토대로 실습자 개인의 독자적인 디자인 방

법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실습자의 디

자인을 위한 방법론적 ‘확장성’이 평가기준의 하나로 설

정되었다. 각각의 평가기준은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

되었으며, 학생들의 자체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해당 실습모형의 ‘효율성’을 묻는 문항에 관

한 응답의 평균이 5.0점 만점에 4.4점으로 나타남에 따라,

대다수의 학생들이 해당 실습모형이 효율적으로 디자인

작업수행을 유도한다고 평가하였다.

두 번째, 해당 실습모형이 디자인 결과의 ‘완성도’ 향상

에 도움이 되는가에 관한 문항의 응답 평균치가 3.8점으

로 나타남에 따라,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해당 실습모형

을 통한 디자인 작업이 결과물의 완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세 번째, 해당 실습모형을 통한 디자인 작업이 기존의

디자인 방법론에 비해 스스로의 ‘독창성’을 강화하는데

유효할 것인가에 관한 문항에서는 응답의 평균치가 3.9점

으로,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해당 실습모형의 실습을 통

해 개인의 독창성을 강화하기 위한 학습 혹은 훈련이 가

능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 해당 실습모형을 토대로 혹은 해당 실습모형

과 같이 자신만의 독자적인 디자인 방법론을 개발할 가

능성이 발견되는가에 관한 문항에서는 응답의 평균치가

3.6점으로 나타남에 따라. 전반적으로 학생들은 실습 혹

은 학습과정에서 발견한 자신만의 발상법이나 실습법을

기존의 디자인 방법론에 대입함으로써 스스로의 독자적

인 방법론을 개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시작점으로

서 해당 실습모형의 ‘확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Table 6).

2) 전문가 평가

학생들의 평가 이후 앞서 언급된 전문가 집단의 실습

결과물과 이를 통한 실습모형의 유효성에 관한 심층평

가가 후속되었다. 각 평가자는 ‘초기 콜라주 작업에서 창

의적이며 복합적인 해체와 재구성의 발상이 이루어졌는

가’ 및 ‘콜라주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새로운 디자인에서

Table 5. The survey form of students' self assessment

1. As a result, do you think your design works were efficiently conducted through the practice model applying Gvasalia's method?

① Very no ② No ③ Neutral ④ Yes ⑤ Very yes

2. Do you think that the practice model was helpful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design results? 

① Very no ② No ③ Neutral ④ Yes ⑤ Very yes

3. Do you think that the practice model was effective to emphasize your uniqueness of designs compare to existing design method-

ologies?

① Very no ② No ③ Neutral ④ Yes ⑤ Very yes

4. Do you think that you can develop your own design method like the practice model based on existing designers' method?

① Very no ② No ③ Neutral ④ Yes ⑤ Very yes

Table 6. The result of the students' self assessment

The question of the survey for students' self assessment
Average score

(maximum 5.0)

1. As a result, do you think your design works were efficiently conducted through the practice model applying

Gvasalia's method?
4.4

2. Do you think that the practice model was helpful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design results? 3.8

3. Do you think that the practice model was effective to emphasize your uniqueness of designs compare to

existing design methodologies?
3.9

4. Do you think that you can develop your own design method like the practice model based on existing

designers' method?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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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룩으로서의 해체된 부분의 조합이 균형적으로

재구성되었는가’를 기준으로 각 결과물을 평가하고, 이

를 기준으로 실습모형의 활용성 또한 분석, 평가하였다.

먼저 개인브랜드를 운영하는 디자이너의 경우, 각 디

자인의 완성도를 평가함에 있어 기존의 사례의 각 디테

일을 세밀하게 해체하고 해체된 각 부분을 전반적 스타

일에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장식적으로 활용하는 접근

에 초점을 두었다. 해당 평가자는 <Fig. 6>과 같은 사례

를 ‘의복의 구성요소 및 각 디테일을 이해하고 벨트와 밴

딩 등의 디테일을 세밀하게 해체하고 일관성 있게 재구

성’한 우수사례로 선정하였고, <Fig. 7>과 같은 사례를

‘각기 다른 이미지의 상, 하의를 하나의 룩으로 조합하는

단순한 코디네이션’ 개념의 접근이라 평가하며 미비한

사례로 선정하였다. 해당 실습모형의 활용성에 관해서

는, 의상의 복종 및 구성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지식을 가

진 3학년 이상의 고학년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실습모

형이 활용된다면 각자의 취향에 따라 독자적이며 우수

한 결과물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두 번째 기업브랜드에 속한 디자이너의 경우, 각 디

자인의 완성도를 평가함에 있어 전반적인 실루엣과 의

상의 재구성 부분에 초점을 두었다. 해당 평가자는 <Fig.

8>과 같은 사례를 ‘기존의 것을 활용하여 새로운 룩을

디자인’한 우수사례로 선정하였고, <Fig. 9>와 같은 사

례를 ‘기존의 것을 해체하여 전반적으로 새로운 실루엣

을 이끌어냈다기보다 일부 해체된 요소를 단순히 장식

구조로 덧댄’ 미흡한 사례로 선정하며, 본 연구의 실습

모형 수행에 있어 ‘기존의 것을 활용한 느낌을 최소화하

고 전체적인 스타일을 새로운 것으로 보이도록 하는 고

려’가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해당 실습모형에 관해서는,

패션업계의 낙수효과적인 복제경향을 해체적으로 정교

화한 방법으로 인식하고, 기존의 것을 활용하지만 기존

의 것을 복제한 흔적을 희석하고 재조합하기에 적합한

방법론으로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학에서 패션디자인 스튜디오 과목을 강

의하는 교육자의 경우, 각 디자인의 완성도를 평가함에

있어 이미지 해체와 재구성, 이를 활용하여 도출된 디자

인 결과물의 체계적 연관성에 초점을 두었다. <Fig. 10>

과 같은 사례를 ‘이미지의 해체, 분해 이후 재조합 방안

자체를 미리 계획하여 이미지를 선정하고 내부의 디테

일을 선별적으로 추출 재조합한 것으로 해석되는 사례’

를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Fig. 7>과 같은 사례를 ‘단순

상하의 코디네이션과 같은 단순한 발상이 반영된 사례’

를 미흡한 사례로 선정하였다. 또한 실습모형에 관해서

는 ‘하이패션 디자이너의 디자인 방법을 소개하고 활용

한다는 점에서 실습수행의 흥미와 적극성의 유발이 기

Fig. 6. The 1
st

 cases

evaluated appropriate.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17, March 8).

Fig. 7. The 2
nd

 cases evaluated inappropriate.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17, March 8).

Fig. 8. The 3
rd

 cases evaluated appropriate.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17, March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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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되며, ‘실습사례를 두고 보았을 때 각 개인별 흥미에

따라 사용되는 자료에 차이가 있으므로 개인별 결과물

의 독자성이 발생될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교육프로그램으로서 본 연구의 실습모형을 보다

정교화 방향성을 제시하였는데, 해체와 재구성단계에서

이후의 디자인 방향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계획적

인 실습수행을 위해서 ‘최대한 많은 수의 이미지를 활용

하여 하나의 룩을 구성’하거나, ‘최소한의 이미지를 분

해, 조합하도록 하는 커리큘럼’을 추가한다면 보다 다양

한 실습이 가능할 것이라 제언하였다.

위와 같이, 각 평가자들은 본 연구의 실습모형의 활용

성에 긍정적 평가와 함께 방법론을 정교화하기 위한 개

선사항을 제언하였다. 각 평가자들은 각자 다른 방향성

의 평가기준을 가지고 워크숍 수행결과물을 평가하였으

나, 해체된 기존의 의상이미지를 재구성함에 있어 실루

엣, 형태, 디테일을 복합적으로 재구성하여 새로운 디자

인을 이끌어낸 사례를 우수사례로, 해체된 기존 이미지

를 크게 상하로 콜라주하거나 하나의 기본 스타일 위에

또 다른 해체된 요소를 단순히 장식적으로 덧대는 등의

재구성이 이루어진 사례들을 미흡한 사례로 선정하는 비

교적 유사한 평가결과를 보였다(Table 7).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디자이너의 창의성을 중시하는 패션

디자인 방법론인 TDC를 지표로 현재 패션을 주도하는

디자이너 중 한 명으로 인식되는 바잘리아의 특징적인

디자인 방법을 분석하여, 패션디자인 실습모형을 개발

하였다.

이후 의상디자인 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워크숍에서 해

당 실습모형을 활용하여 결과물을 도출하고, 참여 학생

들과 패션디자인 전문가 3인의 평가를 통해 해당 실습

모형의 활용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현업에서 활동하

는 기성 디자이너의 특징적인 방법론을 활용한 실습모

형의 개발 가능성 및 개발된 실습모형의 교육실습에서

의 유효성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워크숍에서 학생들은 각기 다른 기존 의상

의 시각적 요소를 자신들만의 시각과 방법으로 해체, 결

합함으로써, 활용한 이미지의 원형이 희석하고, 이를 토

대로 한 재해석 과정을 통해 독자적인 디자인을 도출하

도록 유도되었다. 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

문과 인터뷰를 통해 해당 실습모형의 활용성에 관해 평

가하도록 한 결과, 학생들의 대부분이 해당 방법론이 초

기 디자인 작업에 접근하기 용이한 가이드라인으로 작

용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해당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독창적 디자인 도출을 위한 해당 실습모형의 활용성에

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며, 이를 활용하여 스스로의 독

자적인 디자인 방법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인

식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평가결과, 본 연구의 실습모형은 ‘의복구성에

관한 구체적 지식을 가진 고학년을 대상으로 수행함이

적합’하며, ‘패션업계의 복제경향에 대응하여 기존의 것

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적합’하고, ‘현재

주목받는 디자이너의 방법론을 실습해 본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흥미유발 및 참고자료가 각기 다를 경우 결과

물의 차별성이 기대되는 실습방법’으로 평가되었다. 각

평가자들은 해당 실습모형을 활용함에 있어 ‘해체하고

자 하는 의복의 구성요소 및 디테일을 먼저 충분히 파악

Fig. 9. The 4
th

 cases evaluated inappropriate.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17, March 8).

Fig. 10. The 5
th

 cases evaluated appropriate.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17, March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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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각 디테일을 세심하게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정교

한 접근’ 및 ‘기존의 것을 활용한 느낌을 최소화하고 새

로운 것으로 보이도록 재구성하는 독창적인 접근’, ‘초

기 이미지 수집과정에서 작업진행 방향성을 미리 고려

하여 이미지와 디테일을 선별하는 계획적 접근’이 중요

하고, ‘활용이미지 수 제한’ 등의 보조 장치가 수반된다

면 실습의 효과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 제언하였다. 이

에 따라 초기 이미지 탐색단계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디

자인 주제나 방향성에 적합한 이미지를 선택하고, 이후

기존의 것을 활용하지만 새로운 디자인을 창출하기 위

한 복합적이고 구체적인 하위수행과제 혹은 개념을 실

습모형에 반영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 스스로의 독자적

인 방법론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후속연구의 방향성

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바잘리아의 특징적인 디자인 방법분

석에 있어 해당 디자이너를 다룬 국내외의 학술적 자료

가 부족하여 컬렉션 디자인과 작업 등에 관한 본인의 언

급이 수록된 인터뷰 자료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던 점과,

워크숍을 통한 실습에 있어 학생들의 제작능력 차이와

워크숍의 기간적 한계 등의 변수로 인해 실질적인 의상

제작보다 디자인 스케치 도출 후 스타일 일러스트 작업

으로 실습범위가 한정된 점이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작

용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앞서 언급된 실습모형의

정교화 연구와 더불어, 교육적 실습에 적용 가능한 다양

한 디자이너들의 창의적 디자인 방법에 관한 연구가 후

속될 예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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