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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자연을 제외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인

간의 필요와 욕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이로운 산물

이다. 새로운 생각이나 개념을 찾아내거나 기존에 있

던 생각이나 개념들을 새롭게 조합해 내는 것과 연관

된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과정이 창의성(creativity)이

다. 이는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인 통찰에 힘입어 발

휘되며 또 다른 개념은 ‘새로운 무엇을 만드는 것’이다

(“창의성 [Creativity]”, 2021). 새로움에 대한 열망과 기

대는 갈수록 높아지지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일

은 결코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니므로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적 연구가 학문 분야에서 지속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패션디자인과 관련하여 이러한 창의성은 디자인 

발상 과정에서 특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이다. 디

자인적 감각과 발상 능력이 뛰어나 시각적 이미지를 

디자인으로 쉽게 전환시키는 사람들도 있으나 발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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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objective evaluation semantic scale of avant-garde design. Apparel

majors were asked to express associative vocabulary, design development, and final design intentions for the 

avant-garde, and the final 70 copies were used for analysis. The results found the item style was shown often

in the order of dress, coat, and combination of shirt and pants. In order, the silhouettes appeared as atypical, 

complex, square, and triangular; the decorations appeared as feathers, frills, and round sculptures; and the idea

method appeared as extreme, association, and removal method. In examining the relations of associative words

and idea designs, the dress had relations with associative words such as ‘peculiar,’ ‘futuristic,’ ‘fancy,’ ‘Comme

des Garçons,’ and ‘deconstruction.’ As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dea design and the expression image 

vocabulary, it was found that ‘one piece’ recalled ‘huge,’ ‘volume,’ ‘abundant,’ ‘peculiar,’ and ‘unknown,’ while

‘coat’ recalled ‘huge,’ ‘big silhouette,’ and ‘padding.’ In conducting the word cloud technique, the overall de-

sign showed the central keywords were ‘huge,’ ‘big silhouette,’ ‘unbalance,’ ‘feather,’ ‘structural,’ ‘unknown,’ 

and ‘frill,’ in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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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구체화시키는 행위는 결코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니다. 일반적인 디자인 발상 교

육은 시각 이미지를 디자인으로 구체화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발상에 있어 개인의 능력에 차이가 있음

으로 창의적인 발상을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적 

연구가 필요하다.

창의성 증진을 위한 디자인 발상과 관련한 여러 가

지 방법 중 이미지어와 같은 어휘를 분석하여 객관적 

자료를 제시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복식

과 건축 디자인에서 한국의 문화정체성을 표현하는 

이미지어를 선행문헌 자료분석을 통해 구체적 어휘로 

제시한 연구(Kim et al., 2002), 분노조절에 사용된 언

어와 심상 이미지의 관계분석과 해석을 통해 공간 활

용에 도움을 주는 디자인 코드를 제안한 연구(Park et 

al., 2020) 등이 있다. 이는 인간의 감성이 언어로 표현

되고 이미지와 함께 디자인 요소로 해석되어 타당하

고 객관화된 지표를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습이 기반이 되는 전문 분야에 관한 지식이 창의

적 역량 증진과 활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문제인

식과 문제정의의 단계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분야에 

대한 학습을 선행한 후 이를 토대로 프로젝트를 수행

하도록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Oh, 2017). 이와 같

이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은 물론 개인의 경험이나 기

억, 내재된 감성 등 주제와 관련된 창의적 발상의 소스

가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언어를 통해 밖으로 표출되

었을 때 의미가 있다. 

일반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데 있어 시각적 대상

을 통한 선택의 방법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언

어를 통해 자아 이미지를 표현하는 언어화 과정에서

의 어려움이 존재한다(Han & Nah, 2016). 창작의 과정

에서 주제에 대한 표현의 방법으로 언어를 통한 방법

과 이를 구체적으로 시각화시키는 작업 또한 간단하

게 생각될 수 없음으로 주제에 대한 언어적 발상과 디

자인 발상과의 관련성을 살펴 이를 객관적인 방법으

로 구체화시켜 본다면 주제 발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척도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

이다. 

이에 본 연구는 패션에서 특이한, 창의적인, 전위적

인, 미래적인 등의 의미(Y. K. Kim, 2017)로 시간성을 대

표하는 이미지 어휘 중의 하나인 ‘아방가르드(avant- 

garde)’를 주제어로 선정하여 디자인 발상 과정에서의 

어휘와 디자인 사이의 관련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혁신적인 예술경향을 일컫는 용어인 아방가르드는 패

션에서도 파격적이고 전위적인 도전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시도가 디자인의 어떤 부분에 중요한 맥락적 

의미를 두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

다. 이론적 배경에서는 디자인 발상과 아방가르드 이

미지에 대한 연구동향을 고찰하였다. 결과 및 고찰에

서는 ‘아방가르드’에 대한 발상 디자인의 형태적 측면

에서의 특성을 살펴보고 연상 어휘와 발상 디자인, 디

자인에 대한 표현 이미지 어휘 사이의 관련성을 살펴 

구체적이고 객관화된 디자인 관련 의미 척도를 제시

하고자 한다. 

 

II. 이론적배경

창의적인 디자인은 언어적, 시각적 유추를 함께 활

용할 때 창의적 디자인의 산출 가능성이 높아진다(Choi, 

2011).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인 조형 언어로 형상화시

키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대상에 대한 기억과 관찰을 

바탕으로 한 확장적 사고에서 시작하여 핵심 요소들

을 추려내어 대상에 대한 개념을 정의한다. 이어서 이

미지와 키워드 콜라주 작업을 통해 집약된 형태로 기

호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형태, 색채, 재료, 구조 등 디

자인 언어로 표현하는 방법을 탐구한다(Kim & Kim, 

2020).

언어와 이미지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대중음악을 통해 느껴지는 청각과 같은 감

성 이미지를 언어 이미지를 통해 구체화한 연구(Kim 

& Oh, 2014), 인쇄광고에서 보이는 언어와 시각적 이

미지의 측면을 은유를 통해 내면의 감성과 연결 지어 

살펴본 연구(Kang, 2012)가 있다. ‘스타일리시’라는 

어휘에서 느껴지는 언어 이미지와 스타일리시 호텔의 

공간색채 이미지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Jang et al., 

2011), 사이버 공간에서 유저의 내면의 감성 언어를 시

각적으로 이미지화시키는 과정에서의 특징을 살펴본 

연구(Dho, 2002)가 있으며, 패션 분야에서는 로맨틱 

스포티즘에 대한 이미지 융합 어휘로 선정된 사진의 

시각 이미지에 대한 미적 특성을 도출한 연구(Jeong et 

al., 2018) 등이 있다. 이상과 같이 디자인 분야에서는 

언어를 통해 추출될 수 있는 확장된 사고의 내용에 관

심을 가지고 이미지와 연결 지어 살펴보고자 하는 연

구들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인간의 인지 프로세스와 기억체계에 의하면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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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정보는 내재된 지식과 결합하여 새롭게 재구성되

어 장기기억에 저장된다. 내재된 지식과의 결합을 우

리는 연상(association)이라고 하며, 이 연상이 커질수

록 상상력 또한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우연적인 발상을 

벗어나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발상 기법인 인간 본성

의 작용인 연상을 바탕으로 유사성, 근접성, 원인과 결

과의 원리를 적용하였을 때 디자인 프로세스는 쉽게 

큰 효과를 만들 수 있다(Han & Mok, 2018).

창의적 증진을 위해 초기 디자인 단계에서 유추의 

방법을 언어와 시각적 측면에서 활용하면 실용성과 

독창성, 창의적 디자인의 생산 정도, 높은 퀄리티의 스

케치 빈도 등에서 높은 우위를 나타낸다(Choi, 2011). 

어휘 및 행동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차원의 여성 감성

을 자동차 디자인의 여러 속성들과 연관 지어 살펴보

는 연구(Lim & Nah, 2015) 등에서도 제품 기획의 시작

을 소비자의 감성이 표현된 어휘와 디자인과의 관련

성으로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 언어와 시각적 유추

가 함께 이루어질 때 좀 더 확산적 사고를 도와 발상에 

필요한 다양한 소스를 찾을 수 있다 할 것이다. 

언어 분석방법에 관한 연구에서 한 개인으로부터 

흥미와 욕구에 해당하는 감정, 느낌의 사적 언어가 타

인에게 통용되는 방법은 동작과 상태로부터 추측 가

능하며 이는 사회적으로 학습된 감정 표현의 기준과 

종류 안에 해당될 때 가능하다(Lee, 2020). 패션에 있

어서도 이미지어에 대한 사적인 연상 의미들이 디자

인을 통해 구체화되는 직접적인 과정에서 유의미한 

연관성을 가질 때 공적인 의미로 객관화시켜볼 수 있

을 것이다. 주제나 대상에 대해 연상되는 어휘와 디자

인 코드를 객관화시켜 볼 수 있다면 디자인 발상 시작 

단계에서의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방가르드’에 대한 객관

화된 어휘와 디자인 코드를 찾아보는 것은 창작 과정

에서 필요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발상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패션 분야에서 아방가르드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빅터 앤 롤프(Viktor & Rolf)의 디

자인에 대해 끊임없는 과장과 절제, 확대와 축소 등의 

조형적인 표현이 이탈, 과장, 실험적인 퇴폐주의적 ·

해체주의적 경향을 보여준다고 하였다(Kim & Park, 

2010). 레이 가와쿠보(Rei Kawakubo) 컬렉션 분석을 통

해 현대 패션에 나타난 아방가르드 표현 특성을 역사

성, 탈구조성, 과장성, 혼합성, 초현실성으로 나누었

으며(Shin & Yum, 2017), 박춘무 디자이너의 작품에 대

해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주제의 탐구에서 시작하여 

이를 무채색과 모노톤, 구조적 조형과 비정형적인 조

형의 조화, 재질의 대비와 혼합을 통한 새로운 조형 표

현의 시도로 작품성과 상업성이 조화된 컨템포러리 아

방가르드(contemporary avant-garde)라고 하였다(Park, 

2018). 언리얼에이지(Anrealage)의 컬렉션에서는 개

념적 성찰에 의한 실험주의, 경계 초월의 해체적 역동

주의, 혁신 창조를 위한 과학주의의 아방가르드 성향

이 나타난다(S. Y. Kim, 2017)고 하였다. 비비안 웨스트

우드(Vivienne Westwood), 요지 아마모토(Yohji Yama-

moto),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와 알렉산더 맥

퀸(Alexander McQueen)의 작품 분석을 통해 현대 패

션에 표현된 로맨틱 아방가르드(romantic avant-garde) 

특성을 해체성, 역사성, 혼합성, 장식성으로 분류(An, 

2016)하거나, 로맨틱 아방가르드 스타일 신발의 특성

을 해체적 성향, 장식의 극대화, 역사적 차용, 절충적 

혼용으로 분류한 연구(Lee et al., 2015)도 있다. 

레나토 포지올리(Renato Poggioli)의 아방가르드 예

술론을 중심으로 영국 아방가르드적 패션의 대표 디

자이너 비비안 웨스트우드, 알렉산더 맥퀸, 존 갈리아

노(John Galliano), 후세인 살라얀(Hussein Chalayan)의 

작품에 대해 허무성, 미래성, 퇴폐성, 투쟁성의 아방가

르드적 특성이 나타난다(Chae & Yoo, 2010)고 하였다. 

20세기 초 소비에트 아방가르드(soviet avant-garde) 패

션디자인의 조형성을 전통성 고취, 국가 이념 표출, 패

션의 예술화 시도, 패션의 산업화로 축약한 연구(Ge-

um & Lee, 2016)가 있으며, 아방가르드 이론의 대가 

뷔르거(Bürger)가 주장한 반제도적, 반미학적, 반부르

주아적 미술의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뎀나 바잘리아

(Demna Gvasalia) 작품의 내적의미를 저항적, 정치적, 휴

머니즘적, 사회 공헌적 가치로 분석한 연구(Ko & Joo, 

2019)도 있다.

어휘를 통해 디자인 사고를 확장시키는 방법적 측

면에 대한 연구로 아방가르드 이미지어에 대한 연상 

어휘의 내적 특성을 정형화되지 않은 거대한 형태적 

특성과 관련이 있는 ‘실험적인 예술성’과 창의적 아이

콘으로 ‘꼼데가르송(Comme des Garçons)’과 관련이 

있는 ‘특이한 창의성’으로 의미 구조를 유형화한 연구

(Y. K. Kim, 2017)가 있다. 아방가르드 이미지어에 대

한 연상 어휘 사이의 관련성을 토대로 디자인 발상 아

이디어를 Key Image, Artistic Aura, Key Design,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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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ers 차원으로 분류한 연구(Kim, 2020) 등도 살펴볼 

수 있다. 

이상의 패션 분야에서의 관련 선행연구들은 대표

적인 아방가르드 디자이너의 작품 분석을 통해 표현 

특성이나 미적 특성을 추출하거나 아방가르드 이론을 

배경으로 디자이너의 작품을 분석한 연구, 아방가르

드 이미지에 대한 언어적 발상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

어진 연구가 대부분이다. 연구의 관점을 아방가르드 

이미지에 대한 언어 발상을 시작으로 디자인으로 구

체화되어 이를 정의하는 표현 이미지 어휘까지로 확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의미 있는 관련

성을 추출해 내는 것은 아방가르드 패션디자인에 있

어서 언어와 디자인 사이의 중요한 키워드를 살펴보

는 새로운 방법으로 의미 있다 할 것이다. 

 

III. 연구의내용및방법

본 연구는 미적인 혁신과 생경한 거부감으로 규정

되기도 하는 아방가르드(“아방가르드[Avant-garde]”, 

2021)를 주제어로 선정하였다. 실험지는 1인당 총 3장

이 배포되었다. 첫 번째 장에는 A4 용지 가운데에 ‘아

방가르드’라는 주제어를 제시하고 이에 대해 연상되

는 어휘를 마인드 맵의 형태로 자유롭게 펼쳐 기술하

도록 하여 다양한 차원의 단어들을 수집하였다. 이어

서 나머지 두 장에 대해서는 주제어에 대한 디자인 발

상 스케치를 하게 하였으며 개인의 능력에 따라 3~5개 

정도의 디자인 스케치가 이루어졌다. 전개한 디자인

에 대해 최종적으로 가장 ‘아방가르드’를 잘 표현한 

디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직접 선택하고, 선택한 

디자인에 대한 표현 의도 및 의미를 기술하게 하였다. 

실험 시간은 총 30분으로 하였으며 정해진 시간 내에 

집중해서 어휘 발상과 디자인 발상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하였다. 회수된 실험지는 연상 어휘, 발상 디자

인, 표현 이미지 어휘로 나누어 정리하고 통계적 분석

을 위해 코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 발상을 통

해 나온 최종 선택 디자인을 발상 디자인으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실험은 의류학 전공자 1, 2학년, 졸업작

품 패션쇼를 준비 중인 전공자 3학년, 졸업작품 패션

쇼를 마친 전공자 4학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2018. 

10.16.~2018.11.8.). 실험지는 총 77부가 회수되었으며 

정리 과정에서 불성실한 답변을 제외하고 최종 70부

(여: 59명, 남: 11명)가 결과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방법은 통계분석과 내용분석을 병행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한 데이터 코딩, 통계처리 및 결과에 대

한 기본적인 해석은 통계상담연구소에 자문을 구하고 

통계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이루어 졌다. 발상 디자인

에 대한 분석 기준 항목은 아이템, 실루엣, 볼륨, 장식, 

발상법 등 형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나누었다. 분

석 기준에 준하여 최종 선택된 디자인에 대한 분석 작

업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실무경력 20년 이상의 교육 

전문가 1인의 감수를 거쳐 코딩하였다. 빈도분석을 통

해 발상 디자인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연관성 

분석(association analysis)을 통해 연상 어휘와 발상 디

자인, 발상 디자인과 표현 이미지 어휘 사이의 관련 특

성을 살펴보았다.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기법을 

통해 아방가르드 디자인에 대한 중심성 및 핵심 키워

드를 시각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발상 디자

인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 척도를 정리하였다. 

 

IV. 결과및고찰

1. 아방가르드 이미지에 대한 발상 디자인 특성

아방가르드 이미지에 대한 발상 디자인 특성을 아

이템, 실루엣, 볼륨, 장식, 발상법 등 형태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Table 1>과 

같다. 

아이템 스타일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원피스(51.4%) 

스타일이 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코트(12.9%), 셔

츠와 팬츠 조합(12.9%), 셔츠와 스커트 조합(10.0%) 순

으로 디자인 발상이 많이 이루어졌다. 원피스와 코트

와 같이 피스(piece)가 하나로 이루어지거나 최소화된 

아이템이 중심이 되는 형태적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실루엣은 비정형(31.4%), 복합

(31.4%), 사각형(14.3%), 삼각형(14.3%), 타원형(8.6%) 

순으로 비정형과 복합형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아방가르드 패션의 특징을 비정형

적인 조형과 구조적인 조형의 조화, 탈구조성과 혼

합성으로 분석한 선행연구(Park, 2018; Shin & Yum, 

2017)와 형태적 특성에 있어 유사성을 보인다. 이상의 실

루엣은 볼륨이 큰(48.6%), 중간(41.4%), 피티드(10.0%)

의 순으로 나타나 구조적으로 형태가 크거나 장식을 

이용하여 볼륨을 키우는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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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상 디자인의 세부적인 장식 요소를 살펴본 결과, 

깃털이나 퍼(17.3%), 프릴이나 러플(13.5%), 둥근 조형

물(13.5%), 단추(7.7%), 꽃이나 리본(7.7%), 나뭇가지

(5.8%), 와이어(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

로 의복에 사용되지 않는 소재의 디테일들이 눈에 띄

었으며 의복에 사용되는 디테일의 경우 부가되어 중

첩되는 표현 특성을 나타내었다. 아방가르드 이미지

에 대한 디자인 발상은 극한법(50.0%), 연상법(38.6%), 

제거법(17.1%), 부가법(11.4%) 등의 순으로 많이 나타

났으며 이는 형태적인 볼륨, 디테일로 사용된 재료와 

표현 방법에 의한 특징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2. 연상 어휘와 발상 디자인 사이의 연관 관계

연상 어휘와 발상 디자인 사이의 연관 정도를 살펴

Table 1. Idea design characteristics for avant-garde imaged language                     Unit: n (%)

Standard Classification n (%)

Morphological 

characteristic

Item style

70 (100.0)

Jacket + Pants 5 (57.1)

Jacket + Skirt 4 (55.7)

Shirt + Pants 9 (12.9)

Shirt + Skirt 7 (10.0)

One piece 36 (51.4)

Coat 9 (12.9)

Silhouette

70 (100.0)

Square 10 (14.3)

Triangle 10 (14.3)

Oval 6 (58.6)

Atypical 22 (31.4)

Complex 22 (31.4)

Volume

70 (100.0)

Big 34 (48.6)

Medium 29 (41.4)

Fitted 7 (10.0)

Decoration

27 ( 52.0)

Frill or ruffle 7 (13.5)

Button 4 (57.7)

Pocket 3 (55.8)

Flower or ribbon 4 (57.7)

Round sculpture 7 (13.5)

Feather 9 (17.3)

Branch 3 (55.8)

Wire 3 (55.8)

Etc 5 (59.5)

Idea method

93 (171.5)

Extreme 35 (50.0)

Opposition 3 (54.3)

Change 4 (55.7)

Addiction 8 (11.4)

Association 27 (38.6)

Transform 4 (55.7)

Removal 12 (17.1)

Decoration & Idea method: Overlap cou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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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것은 언어로 표현해 내는 내적 감성과 디자인 사

이의 관계를 조금 더 명확하게 규정지어 볼 수 있다. 

지지도(support)와 신뢰도(confidence), 향상도(lift)는 

LHS(left hand side)와 RHS(right hand side) 항목 사이

의 연관성 규칙을 측정하는 평가 기준으로 항목을 연

결 지어 사고하는데 의미 있는 규칙이 작용함을 평가

하게 된다. 

평가 항목은 연상 어휘와 발상 디자인의 아이템 스

타일을 기준으로 최대 3개, 신뢰도 0.300 이상인 규칙

만이 추출되도록 하였다. 향상도는 모두 1.000 이상으

로 LHS와 RHS 사이의 관계가 우연이 아니라 서로 간

에 우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정

리한 내용은 <Table 2>와 같다.

연상 어휘와 발상 디자인과의 관련성을 상위권에 

위치한 규칙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

상 어휘 ‘독특한’과 ‘미래적인’을 떠올리면서 ‘원피

스’ 디자인을 전개할 가능성(신뢰도=0.833)과 ‘미래

적인’의 연상 어휘를 떠올리면서 ‘원피스’ 디자인을 전

개할 가능성(신뢰도=0.800)이 80% 이상으로 나타났

다. ‘화려한’을 떠올리면서 ‘원피스’ 디자인을 전개할 

가능성(신뢰도=0.750), ‘꼼데가르송’과 ‘해체’를 떠

올리면서 ‘원피스’ 디자인을 전개할 가능성(신뢰도= 

0.714), ‘독특한’과 ‘예술적인’을 떠올리면서 ‘원피스’ 

디자인을 전개할 가능성(신뢰도=0.667)도 대체적으

로 높게 나타났다. 

지지도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독특한’을 떠올리면

서 ‘원피스’ 디자인을 한 경우가 22건(지지도=0.229), 

‘꼼데가르송’을 연상 어휘로 떠올리면서 ‘원피스’를 

함께 디자인한 경우가 17건(지지도=0.171), ‘예술적

인’을 떠올리면서 ‘원피스’를 함께 디자인한 경우가 

12건(지지도=0.129), ‘미래적인’을 연상 어휘로 떠올

리면서 ‘원피스’ 디자인으로 연결된 경우가 11건(지

지도=0.114), ‘창의적인’, ‘패션쇼’, ‘해체’를 각각 떠

올리면서 ‘원피스’ 디자인으로 전개가 이어진 경우도 

LHS RHS Support Lift Confidence

Individuality, Peculiar One piece 0.086 0.972 0.500 

Individuality One piece 0.100 0.972 0.500 

Huge One piece 0.086 0.686 0.353 

Grotesque One piece 0.086 1.167 0.600 

Comme des Garçons, Deconstruction One piece 0.071 1.389 0.714 

Comme des Garçons One piece 0.171 1.167 0.600 

Peculiar, Futuristic One piece 0.071 1.620 0.833 

Peculiar, Fashion show One piece 0.071 1.215 0.625 

Peculiar, Creative One piece 0.086 1.167 0.600 

Peculiar, Artistic One piece 0.086 1.296 0.667 

Peculiar One piece 0.229 0.972 0.500 

Futuristic One piece 0.114 1.556 0.800 

Black One piece 0.071 1.215 0.625 

New One piece 0.086 1.061 0.545 

Artistic One piece 0.129 0.972 0.500 

Creative One piece 0.114 1.037 0.533 

Fashion show One piece 0.114 1.111 0.571 

Deconstruction One piece 0.114 1.037 0.533 

Fancy One piece 0.086 1.458 0.750 

LHS: Left hand side

RHS: Right hand side

Support: 0.070 or more, Confidence: 0.300 or more

Table 2. Analysis of association between associative vocabulary and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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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건(지지도=0.114)으로 나타났다. 

아방가르드 이미지에 대한 연상 어휘는 원피스 아

이템 디자인과 긴밀한 연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나 피스를 최소화한 아이템이 아방가르드를 표현하는 

주요한 특징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독특한’, ‘미래적

인’, ‘화려한’, ‘꼼데가르송’, ‘해체’, ‘예술적인’의 연

상 어휘는 ‘원피스’ 디자인으로의 발상과 관계성이 높

아 연상 어휘와 디자인 사이의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발상 디자인과 표현 이미지 어휘와의 연관 관계

디자인 발상을 통해 최종 선택된 디자인과 디자인

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나 느낌을 어휘로 정

리한 표현 이미지 어휘와의 연관 관계를 살펴보았다. 

평가 항목은 발상 디자인과 표현 이미지 어휘로 최대 

3개로 하였으며 신뢰도 0.300 이상인 규칙만이 추출되

도록 하였다. 향상도는 모두 1.000 이상으로 LHS와 

RHS 사이의 관계가 우연이 아니라 서로 간에 우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정리한 내용

은 <Table 3>과 같다.

발상 디자인과 표현 이미지 어휘 사이의 관련성을 

상위권에 위치한 규칙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원피스’를 그리고 ‘거대한’을 떠올렸을 때 ‘볼

륨’을 함께 떠올릴 경우(신뢰도=1.000)와 ‘원피스’를 

그리고 ‘풍성한’을 떠올렸을 때 ‘볼륨’을 함께 떠올릴 

경우(신뢰도=1.000), ‘원피스’를 그리고 ‘거대한’을 

떠올렸을 때 ‘빅실루엣’을 함께 떠올릴 경우(신뢰도

LHS RHS Support Lift Confidence

Jacket + Pants Exaggerated 0.043 7.000 0.600 

Jacket + Skirt Volume 0.029 2.917 0.500 

One piece, Huge Volume 0.043 5.833 1.000 

One piece, Huge Unknown 0.029 9.333 0.667 

One piece, Structural Round 0.029 4.667 0.400 

One piece, Peculiar Volume 0.029 3.889 0.667 

One piece, Round Structural 0.029 4.667 0.400 

One piece, Round Big silhouette 0.029 2.154 0.400 

One piece, Volume Huge 0.043 5.250 0.375 

One piece, Big silhouette Round 0.029 3.889 0.333 

One piece, Big silhouette Unknown 0.029 4.667 0.333 

One piece, Unknown Huge 0.029 7.000 0.500 

One piece, Unknown Volume 0.029 2.917 0.500 

One piece, Unknown Big silhouette 0.029 2.692 0.500 

One piece, Abundant Volume 0.029 5.833 1.000 

One piece, Huge Big silhouette 0.029 5.385 1.000 

Coat, Big silhouette Huge 0.029 5.600 0.400 

Coat, Big silhouette Padding 0.029 14.000 0.400 

Coat, Padding Big silhouette 0.029 5.385 1.000 

Coat Big silhouette 0.071 2.991 0.556 

Coat Oversize 0.043 4.667 0.333 

Shirt + Skirt Unbalance 0.043 3.333 0.429 

LHS: Left hand side

RHS: Right hand side

Support 0.030 or more, Confidence: 0.300 or more

Table 3. Analysis of association between design and expression image vocabu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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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코트’를 그리고 ‘패딩’을 떠올렸을 때 ‘빅실

루엣’을 함께 떠올릴 경우(신뢰도=1.000)가 100%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피스’를 그리고 ‘거대한’을 떠올

렸을 때 ‘알 수 없는’을 함께 떠올릴 가능성(신뢰도

=0.667)과 ‘원피스’를 그리고 ‘독특한’을 떠올렸을 때 

‘볼륨’을 함께 떠올릴 가능성(신뢰도=0.667), ‘재킷과 

팬츠’ 조합의 디자인을 그리고 ‘과장된’을 떠올릴 가

능성(신뢰도=0.600)도 높게 나타났다. 

향상도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코트’를 그리고 ‘빅

실루엣’을 떠올릴 때 ‘패딩’을 떠올리는 비율은 각각

을 떠올리는 비율대비 동시에 일어나는 비율이 14배

(향상도=14.000)가 높게 나타나 아방가르드를 표현하

는 코트 디자인은 ‘빅실루엣’과 ‘패딩’이 중요 평가 의

미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외에 ‘원피스’를 그리고 ‘거

대한’을 떠올릴 때 ‘알 수 없는’을 함께 떠올리는 비율

(향상도=9.333)과, ‘재킷과 팬츠’ 조합을 그리고 ‘과장

된’을 함께 떠올리는 비율(향상도=7.000), ‘원피스’를 

그리고 ‘알 수 없는’을 떠올릴 때 ‘거대한’을 함께 떠올

리는 비율(향상도=7.000)이 각각을 떠올리는 비율대

비 동시에 일어나는 비율이 7배 이상으로 나타나 의미 

있는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현 이미지 어휘 사이의 연관성은 <Table 4>와 같

으며 신뢰도를 중심으로 상위권에 위치한 규칙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끈’을 떠올리면서 ‘장식’을 같

LHS RHS Support Lift Confidence 

Huge, Volume Unknown 0.029 9.333 0.667 

Huge, Big silhouette Unknown 0.029 9.333 0.667 

Huge, Unknown Volume 0.029 3.889 0.667 

Huge, Unknown Big silhouette 0.029 3.590 0.667 

Huge Volume 0.043 3.500 0.600 

Huge Big silhouette 0.043 3.231 0.600 

Huge Unknown 0.043 8.400 0.600 

Overlapping Volume 0.029 2.917 0.500 

Overlapping Frill 0.029 8.750 0.500 

Structural Round 0.029 3.889 0.333 

Grotesque Volume 0.029 3.889 0.667 

String Decoration 0.029 11.667 1.000 

Peculiar Volume 0.029 2.333 0.400 

Round Structural 0.029 3.889 0.333 

Round Big silhouette 0.029 1.795 0.333 

Unknown Huge 0.029 14.000 1.000 

Big silhouette, Unknown Huge 0.029 9.333 0.667 

Unknown Huge 0.043 8.400 0.600 

Unknown Volume 0.029 2.333 0.400 

Unknown Big silhouette 0.043 3.231 0.600 

Wire Unbalance 0.029 3.889 0.500 

Decoration String 0.029 11.667 0.333 

Padding Big silhouette 0.029 5.385 1.000 

Abundant Volume 0.029 2.917 0.500 

Abundant Big silhouette 0.029 2.692 0.500 

Frill Overlapping 0.029 8.750 0.500 

LHS: Left hand side

RHS: Right hand side

Support: 0.030 or more, Confidence: 0.300 or more

Table 4. Analysis of association between expressive image vocabu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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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떠올리는 가능성(신뢰도=1.000)과 ‘알 수 없는’을 

떠올리면서 ‘거대한’을 같이 떠올리는 가능성(신뢰도

=1.000), ‘패딩’을 떠올리면서 ‘빅실루엣’을 같이 떠올

리는 가능성(신뢰도=1.000)은 100%인 것으로 나타났

다. ‘거대한’과 ‘볼륨’을 떠올리면서 ‘알 수 없는’을 같

이 떠올릴 가능성(신뢰도=0.667), ‘거대한’과 ‘빅실루

엣’을 떠올리면서 ‘알 수 없는’을 같이 떠올릴 가능성

(신뢰도=0.667), ‘거대한’과 ‘알 수 없는’을 떠올리면

서 ‘볼륨’을 같이 떠올릴 가능성(신뢰도=0.667), ‘거대

한’과 ‘알 수 없는’을 떠올리면서 ‘빅실루엣’을 같이 떠

올릴 가능성(신뢰도=0.667), ‘빅실루엣’과 ‘알 수 없

는’을 떠올리면서 ‘거대한’을 같이 떠올릴 가능성(신

뢰도=0.667), ‘기괴한’을 떠올리면서 ‘볼륨’을 같이 떠

올릴 가능성(신뢰도=0.667)은 67%로 나타났다. ‘거대

한’, ‘볼륨’, ‘알 수 없는’, ‘빅실루엣’은 각각의 비율대

비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비율이 9배(향상도=9.333) 이

상으로 나타나 서로 간에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한편, ‘장식’을 떠올리면서 ‘끈’을 함께 

떠올리는 것(향상도=11.667)과 ‘겹겹이’를 떠올리면

서 ‘프릴’을 같이 떠올리는 것(향상도=8.750), ‘프릴’

을 떠올리면서 ‘겹겹이’를 함께 떠올리는 것(향상도

=8.750)도 각각의 비율대비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비

율이 8배 이상으로 나타나 장식 요소인 프릴이나 끈이 

겹겹이 부가되는 디자인 특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4. 발상 디자인의 핵심 키워드

발상 디자인에 대한 핵심 키워드 즉 중심 의미를 살

펴보기 위해 최종 선택한 디자인에 대한 표현 이미지 

어휘에 대해 워드 클라우드 기법을 실시하였다. 텍스

트 마이닝을 이용한 워드 클라우드 기법은 표현 이미

지 어휘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에 대해 디자인을 설명

하는 의미의 가중치 정도를 시각적 직관적으로 파악

하는데 유용하다. 글자의 폰트가 클수록 빈도수가 높

으며 중심성이 높은 관계로 해석할 수 있다.  

발상 디자인 전체에 대한 표현 이미지 어휘의 워드 

클라우드 기법 결과는 <Fig. 1>과 같다. ‘거대한’, ‘빅

실루엣’, ‘볼륨’, ‘불균형’, ‘깃털’, ‘구조적’, ‘알 수 없

는’, ‘프릴’, ‘장식’. ‘과장된’, ‘둥근’의 순으로 중심 키

워드가 나타났다. 원피스 디자인에 대한 워드 클라우

드 기법 결과는 ‘볼륨’, ‘구조적’, ‘거대한’, ‘빅실루엣’, 

‘깃털’, ‘둥근’, ‘크리놀린’, ‘장식’, ‘불균형’, ‘알 수 없

는’의 순으로 형태 특징을 규정하는 이미지 어휘와 형

태 특성을 만드는데 주요한 장식 및 구조물에 대한 용

어가 중심 키워드로 나타났다(Fig. 2). 코트 디자인에 

대한 워드 클라우드 기법 결과는 ‘빅실루엣’, ‘거대한’, 

‘오버사이즈’, ‘퍼’, ‘패딩’, ‘롱’, ‘독특한’의 순으로 형

태 특성과 형태 볼륨감을 살릴 수 있는 소재 특성이 중

심 키워드로 나타났다(Fig. 3).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아방가르드 이미지에 대

한 어휘와 디자인 사이의 의미 관계 척도를 정리한 것

은 <Table 5>와 같다. 아방가르드 이미지에 대한 대표 

발상 디자인은 Adobe Illustrator 2021로 도식화 작업

하였으며 빈도분석과 연관성 분석을 통해 의미 있는 

관계가 도출된 대표 아이템 스타일인 원피스와 코트

에 한하여 정리하였다. 

Fig. 1. Word clouds of expressive image vocabulary 

for total design.

Fig. 2. Word clouds of expressive image vocabulary 

for one pie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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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Word clouds of expressive image 

vocabulary for coat.

 

V. 결   론

본 연구는 ‘아방가르드’ 이미지에 대한 연상 어휘와 

발상 디자인, 표현 이미지 어휘 사이의 관련성을 살펴 

아방가르드에 대한 디자인 발상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핵심적인 의미 척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의류학 전공자를 대상으로 A4 용지에 주제어 ‘아방

가르드’에 대한 연상 어휘를 마인드 맵의 형태로 펼쳐 

전개하게 하였다. 이어서 이루어진 주제에 대한 디자

인 발상과 최종 선택한 디자인에 대한 발상 및 표현 의

도를 기술하게 하여 표현 이미지 어휘로 정리하였다. 

결과분석에는 최종 70부가 사용되었으며 통계분석에

는 빈도분석, 연관성 분석, 워드 클라우드 기법이 사용

 Classification Contents

Associative vocabulary Peculiar, Futuristic, Fancy, Comme des Garçons, Deconstruction, Artistic

Representative design 

One piece

Expression 

image 

vocabulary

Association Design-vocabulary Huge-volume, Abundant-volume, Peculiar-volume, Huge-unknown

Central meaning 
Volume, Structural, Huge, Big silhouette, Feather, Round, Crinoline, Decoration, 

Unbalance, Unknown

Representative design 

Coat

Expression 

image 

vocabulary

Association Design-vocabulary Huge-big silhouette, Big silhouette-padding

Central meaning Big silhouette, Huge, Oversize, Fur, Padding, Long, Peculiar

Total design

Expression 

image 

vocabulary

Between 

vocabulary 

Volume-unknown-huge-big silhouette, Padding-big silhouette, 

String-decoration, Overlapping-frill

Central 

meaning 

Huge, Big silhouette, Volume, Unbalance, Feather, Structural, Unknown, Frill, 

Decoration, Exaggerated, Round

Schematic work was done on the representative design. 

Table 5. Measure of the semantic relationship between language and design for avant-garde image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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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내용분석이 함께 이루어졌다.

발상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 특성을 아이템, 실루엣, 

볼륨, 장식, 발상법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이템 스타일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원피스가 

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코트, 셔츠와 팬츠 조합, 셔

츠와 스커트 조합 순으로 디자인 발상이 많이 이루어

졌다. 전체적인 실루엣은 비정형, 복합, 사각형, 삼각

형, 타원형 순으로 많이 나타났으며 볼륨은 중간 이상

으로 부피감이 큰 형태가 특징으로 나타났다. 세부 장

식은 깃털, 프릴, 둥근 조형물, 단추, 리본이나 꽃, 나뭇

가지, 와이어 순으로 나타났으며 발상법은 극한법, 연

상법, 제거법, 부가법의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전반적

으로 아방가르드 이미지를 주제로 한 디자인 발상에

는 원피스와 코트와 같이 피스를 최소화한 아이템 디

자인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디테일을 반복하

여 구조적인 형태를 부각시키거나 일반적인 의복 소

재가 아닌 의외의 재료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볼륨

을 극대화하거나 해체하여 정형화되지 않는 형태를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살펴본 아방가

르드의 표현 특성과 미적 특성에서의 과장과 절제, 확

대와 축소, 탈구조성, 과장성, 장식성, 장식의 극대화

와 같은 형태적 측면에서의 특징(An, 2016; Kim & 

Park, 2010; Lee et al., 2015; Shin & Yum, 2017)과 유사

한 맥락을 가진다 할 것이다.  

연상 어휘와 발상 디자인 사이의 연관 관계를 살펴

본 결과, ‘독특한’, ‘미래적인’, ‘화려한’, ‘꼼데가르송’, 

‘해체’, ‘예술적인’의 연상 어휘는 원피스 아이템 디자

인과 관계성이 높게 나타나 연상 어휘와 디자인 사이

의 특정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상 어휘

와 발상 디자인과의 관계에게 특정한 디자이너가 연

관성이 있는 것은 유추에 의한 주제어 확장의 과정에

서 주제어의 추상적 요소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방법

으로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디자이너와 그의 작품 

특성을 연결고리로 선택한다는 연구(Kim, 2014)와도 

연결 지어 살펴볼 수 있다. 특정 디자이너 작품이 가지

는 조형적 특성이 디자인 발상의 단계에서 원피스 디

자인의 조형적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발상 디자인과 표현 이미지 어휘와의 연관 관계를 

살펴본 결과, ‘원피스’는 ‘거대한’, ‘볼륨’, ‘풍성한’, 

‘독특한’, ‘알 수 없는’의 표현 이미지 어휘와 관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트’는 ‘거대한’, ‘빅실루

엣’, ‘패딩’의 표현 이미지 어휘와 높은 연관성을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피스는 볼륨의 측면에서 크리

놀린으로 과장한 실루엣, 겹겹이 프릴 장식으로 표현

되는 거대한, 독특한 느낌과 연결되고, 코트는 패딩과 

같이 소재 자체에 부피를 만들어 생기는 거대한 빅실

루엣으로 연결되어 아이템에 따라 발상 포인트에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현 이미지 어휘 사이의 

연관 관계를 살펴본 결과, ‘볼륨’-‘알 수 없는’-‘거대

한’-‘빅실루엣’, ‘패딩’-‘빅실루엣’, ‘끈’-‘장식’, ‘겹겹

이’-‘프릴’ 사이에 의미 있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나 장식과 형태적 측면을 규정짓는 연관 의미로 살펴

볼 수 있다. 

발상 디자인에 대한 중심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 워

드 클라우드 기법을 실시하였다. 발상 디자인 전체에 

대한 표현 이미지 어휘의 중심 키워드는 ‘거대한’, ‘빅

실루엣’, ‘볼륨’, ‘불균형’, ‘깃털’, ‘구조적’, ‘알 수 없

는’, ‘프릴’, ‘장식’. ‘과장된’, ‘둥근’의 순으로 나타났

다. 원피스에 대한 워드 클라우드 기법 결과는 ‘볼륨’, 

‘구조적’, ‘거대한’, ‘빅실루엣’, ‘깃털’, ‘둥근’, ‘크리

놀린’, ‘장식’, ‘불균형’, ‘알 수 없는’의 순으로, 코트에 

대해서는 ‘빅실루엣’, ‘거대한’, ‘오버사이즈’, ‘퍼’, ‘패

딩’, ‘롱’, ‘독특한’의 순으로 중심 키워드가 나타났다. 

아방가르드에 대한 디자인 발상에 있어 원피스 디자

인의 경우는 볼륨과 장식 항목이 핵심 키워드로 나타

났으며 코트의 경우는 형태와 소재 항목이 핵심 키워

드로 부각되었다. 원피스의 경우, 과거의 양식을 다양

한 시도로 재창조하는 과정에서 로맨틱의 자유로움과 

실험적 아방가르드가 만나 나타나는 로맨틱 아방가르

드의 특성(Lee, 2015)과 다양한 디테일의 과장된 장식

이 유희적 형태로 표현된다는 로맨틱 아방가르드의 

미적 특성(Fan, 2014)과 맥락적 유사함을 보여 원피스

를 통한 아방가르드 디자인 발상은 판타지적 특성이 

적용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상은 아방가르드 이미지에 대한 디자인 발상의 

과정에서 어휘와 디자인 사이의 유기적인 관계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어휘를 통해 나타나는 아방가르

드의 의미 범주와 디자인 발상을 통해 표현되는 시각

적 특성, 이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내적 의미를 서로 

유기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창의적인 디자인 발상에 필

요한 보다 명확하고 타당한 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으며 창의적인 디자인 발상을 위한 실

습수업에 적용 및 응용이 가능하리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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