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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Korean-style design” is fundamentally regarded as “design claiming to support our original 
tradition”. A process needs to be undergone to see if Korean culture is really appropriate to de-
velop as the world’s initiative culture. Accordingly, this study will examine the development of the 
trends of Korean-style fashion design over time profoundly to determine ways to develop Korean- 
style fashion design at this point when the world is noticing Korean culture. As a study method, 
a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to consider the concepts and characteristics of Korean-style 
fashion design. Then, The author arranged Korean-style images and expression types applied as 
formative elements into three steps, provided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and systematized a 
framework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Korean-style fashion design. Based on this, this re-
searcher conducted a design analysis of fashion images and performed expert’s in-depth interview. 
Thus, this study examines how society and culture changed from the 1990s to 2016 in accord-
ance with the contexts of the times, the gap between theory and practice, and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style fashion design currently in demanded. This study suggests the grounds necessary 
to predict the direction of the development of Korean-style fashion design currently in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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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세계적으로 전파된 한국의 대중문화 열풍인 한

류의 바람은 2000년대에 들어서 한국의 문화 성장

에 발전적인 기회를 가져다주었다. 다양한 콘텐츠

를 통해 세계적인 무대에서 주목을 이끌어온 시기

로 2002년 월드컵과 함께 K-pop 등 한류의 열풍

과 IT 강국의 이미지를 갖게 되었고, 한국의 첨단

기술력과 고급 디자인으로 세계적인 브랜드 애플

과의 경쟁 구도에 진입한 삼성의 입지는 국가 경

쟁력을 한 단계 상승시키며 문화와 디자인 성장에

원동력이 되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이러한 자신

감 형성은 한국적 이미지를 활용한 디자인 개발로

이어졌고, 다각적인 분야에서 시도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적 디자인’은 ‘우리 고유의 전통을 표

방한 디자인’이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어서 한국의 문화를 세계의 주도적인 문화로 발

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적

디자인에 관한 연구의 노력은 문화적 정체성을 지

닌 한국적인 콘텐츠를 개발하는 과정으로 이어졌

고, 그 안에서 전통요소에 관한 언급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나라 고유의 전통문화를 현

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정체성을 담은 새롭고 창조

적인 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의 경쟁력

과 이미지를 상승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Eum, 2011). 이러한 민족문화 산

업에 근간이 되는 고부가가치 산업 중에서도 패션

산업은 각 국가의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핵심

적인 분야이다. 경제가 세계화됨에 따라 심화한

경쟁 시대에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창의적인

디자인 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과 이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디자인 분야 외의

세계적으로 성공한 고부가가치 창출의 대표적인

사례인 정보통신 분야의 문화 콘텐츠를 살펴보면

해외시장에서 갑자기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국내

에서 이미 검증받은 사례가 많았다. 그만큼 한국

은 개방적이고 수준 높은 문화적 감각을 지닌 무

시할 수 없는 중요한 시험장임을 말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해외시장뿐만 아니라 내수시장인 국내에

서의 한국 패션의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 패션이

세계시장에서 인정받고 그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

해 강조하는 한국적 패션디자인은 국내에서 어떻

게 인식되고 있으며 전개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므로 세계무대

진출의 초석을 다지게 된 1990년도에서 현재 2010

년도까지의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표현방법에 대한

경향과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올바른 개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개념과 디자인 개발의 인식

동향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대별 사회문화

적 변천에 따라 다르게 개발되어 온 한국적 패션

디자인의 차이점을 통한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적 패션디자이너의 심층 면접으로 더

체계적이며 포괄적인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고찰
1. 한국적 패션디자인
‘한국적’은 디자인 영역에서 우리 고유의 문화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해 가장 많이 언급되는 용어

이다. ‘한국적’은 한국이라는 명사 뒤에 “그 성격

을 띠는”, “그에 관계된”의 뜻을 더하는 적(的)이

라는 접미사가 붙어 ‘한국다운’, ‘한국의 성질을

띤’ 디자인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Kim, 1996).

이 연구에서는 패션디자인이라는 분야를 설명하고

꾸며주는 의미의 형용사로서 한국적이라는 용어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패션디자인이라는 용어가

국내에서 사용된 시기와 배경을 살펴보면 1960년

대 한국의 산업혁명 이후 봉제기술이 발달하고 대

량생산에 따른 어패럴(apparel) 이라는 기성복 산

업이 정착되면서 패션디자인의 영역이 생겼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내에서 처음 사용된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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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이라는 용어는 실용적인 면을 강조한 서양

복식의 실루엣을 기본으로 하는 의복을 지칭한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패션디자인 영역이 생기면서

만들어진 한국적 패션디자인은 한국의 성질을 띤

서양식 현대의복이라고 할 수 있다. Kim(1996)이

언급한 ‘한국적’이라는 용어 속에서 나타나는 타인

화 된 시선도 패션디자인이라는 서양의 것을 기반

으로 한 한국의 성질을 띤 디자인 상태에 적용되

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패션디자인을 의복이라

는 부분적인 제한을 두고 이해한다면 한국복식(韓

國服飾, Korean costume)이라는 용어와 혼란을 겪

을 수 있다. 한국복식은 한국의 복식 관습, 가치

관, 생활양식을 비롯한 사회문화적인 특성과 더

나아가 경제적, 정치적 특성이 반영된 의복으로

설명할 수 있다(J. Kim, 2002). 한국적 패션디자

인이 기본적인 틀을 서양식 의복에 두고 있다고

한다면 한국복식은 삼국시대, 조선 시대 등 과거

시대의 모든 의복을 총괄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개념을 외연적 의미뿐 아니

라 전문분야에서 시행되는 용어로써 더욱 정확하

게 파악하기 위해서 ‘한국적’, ‘한국적 패션디자인’,

‘한국적 이미지’, ‘전통의 현대화’ 등을 키워드로

디자인 개발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한국적 패션

디자인의 개념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 동향을 고찰하였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

반의 한국적 패션디자인에 관한 연구를 보면 한국

적 이미지를 활용한 조형 요소를 분석하여 한국적

디자인 특징을 도출하는 방식들이 주로 사용되었

다. 이러한 연구의 특징들을 문헌고찰을 통해 정

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Table 1>.

Author Title Definition
Formation

element
Image

Kim, I. K.

(1989)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fashion Design showing

the modern dress

Modern style overcoming conflicts

between our traditional cultural

spirit and modernization demand

that are not limited to traditional

hanbok.

shape Hanbok ratio

Geum, K. S.

(1996)

A Study on the Adaptation of

the Traditional Costume for

Fashion Design

Fashion design using Korean

image as subject
shape Hanbok

Kim, Y. I. &

Cho, H. L.

(1996)

Study on Korean Design based on

Traditional Striped Clothes

(Saikdong)

Design that enables you to feel

the identity of Korea when you

look at a designed object

color Saikdong

Kim, H. J. &

Lee, K. H.

(1997)

A Study on the Composition and

Design Characteristics of Korean

Clothing Image

Fashion Design Using Korean

Traditional Clothing Elements
shape Hanbok

Lee, K. H.

(1997)

The Relation between the Korean

Costume Image and the Design -

The Comparison of Korean and

American -

Modern Fashion Expressing the

Traditional Beauty of Korean

Style

shape
traditional

cultural relics

Kim, C. J. &

Jang, I. W.

(1999)

Suggestions for Globalization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Process of Korean Design

Development in Modern Korean

Fashion

It comes from the historical

experience of pure Korean cultural

traditions as they run into the

demands of modernization brought

about by changes in society.

shape Hanbok

<Table 1>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of Korean Fashion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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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Title Definition
Formation

element
Image

Lee, C. H.

(2000)

The Analysis of Meaning of

Korean Image Reflected in

Modern Clothing

a leading fashion(hegemony)

in our society and culture.
shape

Hanbok

Jogakbo

nature-friendly

Choi, K. H.

& Kim, M. J.

(2003)

A Study for Developing the

Competitive Swimming Suit

Design with Korean Traditional

Image

Visible figures created or reproduced

based on aesthetic values that have

been formed in history by revealing

Korea's identity.

colorㆍ

pattern

Saikdong

Taegeuk

cloud dragon

Kim, I. K.

(2005)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Fashion Design Showing

the Modem Dress

It is not a formal reproduction or

imitation of the original shape, but a

historical experience that experienced

a collision between the pure Korean

spiritual culture tradition and

modernization demands.

shapeㆍ

symbol

Hanbok

symbol spirit

Kim, M. G. &

Yang, S. H.

(2007)

A Study on Korean Plastic Charac-

teristics Expressed in Modern Costume

- Laying Stress on the Concept of

Void, Trait de Korean Painting -

Reorganization of traditional images

based on Korea's own sense of

beauty from a global perspective,

rather than its original restoration.

shape
space brush

stroke

Kim, Y. K.

(2007)

A Study on the Korean Design as

a Fashion Trend

To reflect the uniqueness of our

country in the design
shape

line nature

ornament

Eum, J. S.

(2012)

Study on the Style of Trend and

Expression in Korean Fashion

Styling - Focusing on Fashion

Photographs Last Three Years

To be suitable for and

characteristic of Korea, not limited

to tradition

shape
Hanbok

ornament

Modern Design Utilizing

the Exterior Elements

of Traditional Culture

Design of Traditional

Elements original forms

to Prevent Reproduction

and Modification

An abstract design

that utilizes intrinsic

elements such as mind

and thought.

a practical design

attempt

A Study on Life Style

with the Use of

Terms of Globalization

and Universality

Designs reflecting

global fashion trends

1990s 2000s 2010s

<Fig. 1> Concepts of Korean Fashion Design by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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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적 패션디자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해서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정의와 그에 따른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해 표현방법에서 활용되는 한국적 이

미지에 대해 고찰한 결과, 연대기별로 한국적 패

션디자인의 개념에 대한 차이와 인식의 변화를 고

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념에 대한 인식 변화와

는 상관없이 그에 따른 표현방법에서는 큰 차이를

가져오지 않았다.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정의와 조

형적 특징에 관해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정리한 내

용은 다음과 같다<Fig. 1>.

2. 패션디자인의 조형 요소에 반영된 한국적
이미지

패션디자인을 이루는 조형 요소는 독창적인 디

자인 영감의 동기로서 이미지를 창출시키며 복식

조형의 시각적 효과의 기대와 트렌드와 같은 시대

적 패션 경향을 분석하는 데 지침이 되기도 한다.

또한, 모더니즘, 밀리터리, 초현실주의와 같은 패

션문화의 사조를 이해하는 출처가 되기도 한다.

1) 형태(Shape)

복식에서 형은 유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의복의 실루엣으로 창작되어 표현된다. 선

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보다는 형을 이루는 일부

분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적 패션디자

인에서는 저고리와 바지의 배래, 당의의 밑 도련,

버선코 등에서 나타나는 둥근 곡선을 주로 활용하

였다.

2) 색채(Color)

한색, 난색, 중성색의 유채색과 무채색, 보색 등

색상환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방식에서

한국적 전통색채인 음양오행설에 기초한 오방색

(청,적,황,백,흑)을 중심으로 이들의 중간색인 오간

색(홍,벽,녹,아황,자)이 함께 사용되었다(Cho & Kim,

1996). 색채조화의 방법으로는 색상들끼리 대비가

강조되는 대비조화와 한가지 혹은 두 가지의 색상

을 강조하여 명도와 채도의 변화를 줌으로써 색상

의 느낌이 깊이 있게 표현되는 색조(tone)를 활용

한 유사조화, 무채색끼리의 조화 기법 등을 사용

한다.

3) 소재(textile)

재질 혹은 재료는 디자인에서 중요한 바탕이

된다. 21세기 기술과학의 발달로 신소재의 개발

및 테크노 소재가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새로운

감각의 디자인 창출을 중심으로 한 트렌드 분석이

요구된다. 마직물과 노방과 같은 한복을 나타내는

소재와 모시와 삼베와 같은 거친 직물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한국의 자연주의적인 표현도 가능하였

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비닐, 레이스(lace) 등의

특수 소재를 사용해 사용범위가 넓어지고 유행 경

향을 반영하기도 한다.

4) 문양(Pattern)

선, 색채, 재질을 포함하는 독립적인 디자인이

며 문양이 가진 선과 색채에 따라 시각적 효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한국적 이미지의 문양으

로는 뇌문, 보자기문과 같은 기하학적 무늬에서

십장생, 수복, 풍속화 등 전통문양과 민속적인 문

양 등이 다양하게 표현되었다.

5) 장식

기본적인 의상 이외에 분위기를 설정하는 추가

적인 요소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국적 패션디자인

에서 주로 활용되는 장식적인 요소는 족두리, 댕

기, 조바위, 갓, 노리개 등이 있다. 한국적 패션디

자인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반영된 조형 요소와 활

용방식을 해석하면서 평가에 대한 원인을 도출하

고, 시대적 범위를 추가하여 디자인 콘텐츠로서의

한국적 이미지의 범주를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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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표현방법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표현방법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였는지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디자인하는데

바탕이 되는 소재인 조형요소를 어떻게 사용하였

는지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더욱

정밀한 분석을 위해 건축과 실내디자인 분야에서

사용하는 소재 분석에 따른 유형 분류방법을 도입

하였다. 이러한 분류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사례별

로 전통요소와 한국적 이미지와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패션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전체

적인 한국적 디자인에 대한 이해와 통합적인 사고

로 한국적 이미지를 분석하면서 필요한 작업이라

판단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적 표현방법의 유

형에 대한 여러 연구 중 M. Kim(2002)의 현대

실내디자인에서 나타난 한국 전통성의 형식에 의

한 표현방법을 참고하였다. 한국 전통성에 내재한

개념을 알아보고 현대 공동 주거계획에 접목할 전

통적 요소와 특성들을 정리하였다. 또한, 대표적인

사례를 형태의 직설적 표현, 형태의 단순화, 형태

의 재해석을 통한 추상화방식 등 세 가지로 분류

하여 현대의 한국적 디자인 경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패션디자인의 조형요소를 적용하여

한국적 이미지가 전통성을 가진 원형에서 변화된

정도에 따라 재현, 변형, 재해석으로 분류하였다.

이처럼 표현방법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류하였지만 하나의 디자인 안에서 두 가지 이상

의 유형이 나타나는 때도 있었고, 재현 및 변형,

또는 변형 및 재해석처럼 두 유형 사이의 성격을

갖는 표현방법의 유형도 있다. 이런 경우 명확하

게 분리되기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가장 가까운

유형에 포함해 세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유형 분석의 기준은 앞으로 수정하고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사례가 각 유형 내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으나 세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

지 않는다.

Ⅲ.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특징을 통

해 변화 동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분석의 틀을 구성하고 다음의 2가지 연

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시대별 특성을 통해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으며

둘째, 사회문화적 관점과 학계와 실무 간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전문가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개발 방

향을 분석하고 현시점에서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

기 위해서 문헌연구를 토대로 내용을 정리하여 분

석의 틀을 정리하였다.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변화

된 개념 인식’, ‘디자인 조형요소에 반영된 한국적

이미지’, ‘디자인 표현방식 유형’을 한국적 패션디

자인 분석과 전문가 심층면담에 적용하였다.

<Fig. 2> Framework of Korean Fashion Design

시대는 한국적 패션디자인 개발이 적극적으로

실행된 1990년대부터 10년 단위로 2000년, 2010년

현재까지 세 단계로 나누어 해석하였고, 조형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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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반영된 한국적 이미지의 시대 범위를 설정하여

디자인 콘텐츠로의 한국적 이미지의 활용범주를

규명하였다. 또한, 조형요소의 활용방식에 따라 원

형재현, 원형변형, 원형 재해석이라는 세 가지 유

형의 표현방법을 분류하여 구성하였으며 마찬가지

로 위의 세 단위로 시대를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

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 분석 틀인 <Fig. 2>와

<Table 2>를 토대로 현시점에서의 한국적 패션디

자인의 개발 방향을 규명하였다.

한국적 패션디자인에 활용된 조형요소와 표현

방법에 대하여 분석하기 위해, 1990년도부터 2010

년도에 나타난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사례

는 월간지와 인터넷 기사에서 전통성 및 한국성의

개념이 언급된 사례를 기준으로 시대별로 한국적

디자인을 대표하는 국내 디자이너와 한국에서 영

감을 가져왔다고 밝힌 해외디자이너의 작품을 대

상으로 한 명의 디자이너에 1개 이상∼10개 이하

의 작품 사례<Fig. 3-6>를 선정하였다.

한국 패션의 세계시장 진입이 이루어진 1990년

대에는 이신우, 김동순, 설윤형, 홍미화, 진태옥 등

이며, 이들과 활발한 활동을 이어 온 이영희는 패

션디자인과 한복디자인의 두 가지 측면을 공유하

고 있어 패션디자인의 서양 복식의 틀을 강조한

이 연구에서는 배제하기로 하였다. 2000년대에는

이상봉, 문영희, 이정우의 작품을 분석하였고, 2010

년대에는 1990년대부터 지속해서 컬렉션에 참가하

고 있는 박춘무와 2010년대의 특징으로 나타난 디

자이너 프로젝트 그룹인 컨셉코리아 그리고 해외

디자이너들의 한국적 이미지를 활용한 컬렉션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1990년대

Korean image characteristics Form element
the Expressive Types of Korean Image

reenact deformation reinterpretation

features in garments

shape

color

fabric

symbol

additional features ornament

<Table 2> Framework on a case study on the expression method of Korean fashion design

<Fig. 3> Lee, Sin Woo

1994-95, Paris

(www.ifp.co.kr)

<Fig. 4> Kim, Dong

Soon, 1996, S.F.A.A

(www.sfaa.co.kr)

<Fig. 5> Seol, Yoon

Young, 1993-94, S.F.A.A

(www.sfaa.co.kr)

<Fig. 6> Hong, Mi Hwa,

1995, Paris

(www.sty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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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로 ‘멋’ 잡지와 디자이너의 작품사진집에서

발췌하였으며 1990년 이후부터는 SFAA 컬렉션

도록, ELLE KOREA, VOGUE KOREA, COL-

LEZIONI, FASHION SHOW 등 국내외 패션잡지

로부터 선정하였으며 삼성디자인넷에서 한국을 검

색하여 민속 의상 관련 정보를 이용하였다. 시대별

로 보면 1990년대 (44점), 2000년대 (22점), 2010

년대 (45점)으로 총 111점이 연구대상으로 선정되

어 분석에 사용되었다. 제작 및 관행에 대해 살펴

보는 연구들은 주로 참여관찰과 심층 면담이 사용

되었기 때문에(Glaser & Laudel, 2012),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정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내 패

션디자인의 기획 및 제작과정과 연관된 전문가들

의 다양한 경험과 의견 수렴이 필수적이라 판단했

다. 위의 연구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적 패션디자

인의 시작부터 현재까지를 되짚어 보는 자료를 수

집하기 위해서 연구대상자의 선정이 매우 중요하

다. 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1980년대

후반, 또는 1990년대 초반부터 2016년 현재까지

패션디자인을 지속해서 경영해온 20∼3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소수의 전문 디자이너에 속해야 하므

로 그 대상자의 수가 무척 제한적이다. 따라서 연구

초기에 본 연구의 내용을 잘 알고 있거나 모집단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충분히 대표하여 반영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되는 대표 디자이너들을 최대한 찾

아서 이들의 연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노력하였

다. 1회 면담에서 5명의 연구 대상자와 접촉하였으

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1명이 누락되어 총 4명의 개

별적 면담으로 진행되었다. 전문가들은 한국적 이미

지를 주로 활용하여 90년대부터 파리와 밀라노, 뉴

욕 등의 해외컬렉션에서 활동 경력이 있으며 현재

개인의 이름을 명칭으로 하여 부띠끄(boutique) 형

식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Table 3>.

이들에 대한 전문가 질적 심층 면담을 한 이유는

연구와는 어떠한 차이로 한국적 패션디자인을 이해

하고 정의하는지, 전통복식과 신한복 등 전통의 현

대화라는 큰 관점 안에서 어떻게 차이를 가졌는지,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전망과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

실제 산업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명확하게 파악하고

자 했다. 또한, 이번 전문가 심층면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은 하나의 일관된 주제에 대해 사회문

화적 관점에서 시대적 흐름과 함께 다양한 변화양

상을 자료로 얻을 수 있었고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는 시각적 근거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심층면담을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시작과 현재진행 시점까지 지나온 1세대 디자이너

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을 때 디자인 개발과정의 변

천사와 재검토를 함께 검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

다. 크게 세 가지 기대결과를 나누어 설문을 구성

하였다. 첫째는 사회문화적 관점에서의 시대별 한

국적 패션디자인의 변화과정을 둘째로 대부분의

연구가 피면담자들의 작업에 관한 내용인 만큼 학

계와 실무의 차이를 파악하고, 셋째로 문헌연구에

서 고찰한 분석 틀을 토대로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Table 4>.

학계와 실무 간의 상호작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는 실무자는 지식을 활용해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디자인 특성에

designer

sort
S K P E

type Designers owned by private stores and Korean fashion designers

age 80s 70s 60s 80s

career period more than 30 years more than 30 years more than 30 years more than 30 years

participation fashion

collection
Seoul, Paris Seoul, Paris Seoul, NY Seoul, Paris

<Table 3> Information of Expert on In-depth Interview Respon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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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개념을 재구성해 실무자의 인식 정도를 탐색

할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실무자가 자신의

인식 정도를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경험을 통해 이

해 가능한 방식으로 표현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나아가 개방적인 대화와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통

해 실무자가 자신의 디자인 표현방식을 끊임없이

검토하면서 현재 상황에 맞는 한국적 패션디자인

의 개념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자와

실무자인 패션디자이너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사

회문화적 관점에서 한국적 패션디자이너의 시대적

변화상황을 검토하며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개념과

표현방식의 현황과 제한점, 그리고 디자인 개발을

위한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접근하고자 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사례분석 결과
본 장은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특성을 외연적인

측면에서 형태, 색채, 소재, 무늬, 장식 등의 조형

요소를 통하여 디자인의 표현방법을 살펴보고자

하는 단계이다. 이 논문에서는 디자인의 특징에

대해 내부는 의상을 외부요소는 화장과 액세서리,

구두 등의 품목으로 나누어 한국적 이미지 분석함

으로써 구체적으로 표현방법을 분석하고자 하였

다. 색채분석에서는 한국의 전통색을 활용한 색채

명을 표기하기 위해 음양오행설에 기초한 오방색

(청, 적, 황, 백, 흑)과 이들의 중간색인 오간색

(홍, 벽, 녹, 아황, 자)을 함께 사용하였고, 패션잡

지의 기사 내용에서 언급한 디자이너가 의도한 색

명을 함께 표기하였다. 사진의 색상과 색명을 토

대로 색을 발췌하여 PCCS 색체계를 기준으로 대

입하여 명도와 채도를 나타내는 색조를 분석하였

다. 분석에 사용된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시대적

분류는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로 나뉘며 분

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2. 표현방법에 대한 해석
1) 원형재현

컬렉션에 소개된 의상에 반영된 한국적 이미지

들을 형태, 색채, 소재, 장식 등으로 분류하여 표

Exploration stage
Survey configuration

Sortation Details of the Question

1
Korean Fashion Design

Concept

Korean fashion design

Trends in Development

by Period

What is Korean fashion design?

As a Korean fashion designer, what is the current

design style compared to the 1990s and 2000s?

2
Characteristics of

Korean Fashion Design

Korean image reflected

in the composition factor

When designing, what is the Korean image that is

inspired by the sculpture elements that you use?

What Korean image do you want to use in the future

or Korean image that fits in the current 2010?

Expression method

Which of the following are your design representations:

reenact, deformation, or reinterpretation?

(You may choose two expressions.)

3
Limitations of Korean

Fashion Design

internal

/external assessment

What is the difference in the responses of consumers

both at home and abroad to Korean fashion design and

before?

What is the hard part of your career?

4 Suggestion an empirical review Please advise me to develop Korean fashion design.

<Table 4> Interview composition by analytic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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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방법을 도출하였다. 원형을 재현한 사례의 경우

한국적 이미지를 재구성 없이 그대로 묘사하였고,

한복의 비율과 실루엣 및 전통문양을 통해 한국적

스타일을 표현하였다. 또한, 시대 복식의 원형과

흡사한 소재의 사용이 두드러진다. 소재는 인공섬

유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섬유 고유의

색과 무늬를 그대로 드러냈다. 또는 자연 염색을

통해 우리 전통색채를 구현하는 방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원형재현 사례의 주로 형태와 색채에도

나타나지만, 문양도 다양하게 표현되었으며 두드

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복식인 한복의 실루엣과 비율을 사실

적으로 묘사한 표현이다. 한복의 저고리와 치마의

실루엣과 함께 상의는 짧고 치마는 길게 나타낸

비율과 함께 형태에 표현되어 우리 고유의 한국적

이미지로의 역할을 한다. 전통복식의 형태가 재현

되어 한국적인 패션디자인 역할을 하는 사례는 이

신우, 김동순, 설윤형 등 1990년대 국내 패션디자

이너 작품에서 빈번하게 나타난다. 둘째, 소재의

재현 및 사용에 대한 디자인이다. 한복의 형태만

복제되어 표현된 예도 있지만, 이신우의 1991-92,

F/W의 경우 형태와 함께 삼베와 같은 자연소재

가 직접 표현되었고, 섬유 고유의 색이 그대로 디

자인되었다. 설윤형의 1995-96, F/W의 경우, 한복

의 주요 소재인 오간자를 그대로 사용하여 원형재

현의 한국적 패션디자인을 표현하였다.

1990s 2000s 2010s

Form
ㆍHanbok

(Jeogori, skirt, Baeja)
ㆍRatio of Hanbok

ㆍRelatively

Low Traditional Element

Color

Traditional and color of

Material Naturalism

ㆍcolor) deep & dark

ㆍVariation of Color:

pale & light soft & grayish

ㆍAchromatic color

ㆍVariation of color

Fabric
ㆍTraditional fabric

(Mosi, Sambae)

ㆍthe Use of contemporary Materials:

silk, cotton

ㆍthe Use of contemporary

Materials

Pattern
ㆍTraditional pattern with

embroidery

ㆍNot only traditional patterns with

shamanistic meanings, but also

patterns with figurative

characteristics such as Han-gul and

Chang Ho-mun

ㆍPattern with Korean

Painting

Decoration
Relatively

Low External Decoration

Relatively

Low External

Decoration

Hair Accessary

(Got, Gache)

Expression

Method

Imitation

Deformation

Imitation

Deformation
Deformation

the Age Joseon, Goguryeo Joseon Joseon, Modern Times

Characteristics

ㆍMainly used in shapes

and materials

ㆍA pattern that imitates

the image of Joseon

Dynasty

ㆍExpressive mode applied with

moods as use of color and pattern

decreases in form

ㆍThe use of hanbok was

minimized in form and

expressed using modern

Korean image

ㆍA Study on the Reduction

of Expressions in Exterior

Decorations

<Table 5> The Trend of Expression in Korean Styled Fashion Design by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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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형변형

원형변형 사례의 경우 대부분 한국적 이미지의

원형이 다른 형태로 바뀌어 나타나기 때문에 직접

표현되는 경우가 적다. 그러나 원형재현과 마찬가

지로 전통복식인 한복의 표현이 대부분 사례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형태의 사용 또한 주로 나타난

reenact deformation reinterpretation

1990s

2000s

2010s

<Table 6> the Expression Method of Korean Fashion Design in 1990s, 2000s and 201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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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형변형 사례에는 공단의 느낌을 반영한 실

크(silk) 외에도 현대 섬유 등의 사용이 나타났다.

소재인 섬유의 경우 다양한 색보다는 무채색이나

배색을 사용하여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현대화 효

과를 극대화하였다. 원형변형 사례의 표현은 주로

색채에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형태에서는 한정되거

나 표현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소재에서는 한국적

이미지의 표현이 적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원형변형에 따른 표현 중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문양의 활용으로 패턴 효과를 나타낸

경우이다. 이상봉의 2006년 S/S 파리컬렉션의 경

우 한글을 패턴화해서 한국적인 패션디자인을 효

과적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빛이 창호지를 뚫고

들어와 실내를 은은하게 밝혀주는 효과 느낌이 나

도록 얇은 천을 활용하였다. 둘째, 다양한 전통요

소가 활용되었다. 전통 재현의 경우 한복과 같은

형태의 요소가 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원형변형

의 경우 면적은 축소됐지만, 자수와 문양, 색채 등

다양한 요소가 활용되었다.

3) 원형 재해석

원형 재해석은 한국적 이미지를 응용 및 추상

화하여 표현한 유형으로 세 유형 중 서양식 형태

와 소재에 대한 활용도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소재는 얇은 실크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것

은 시대 복식에서 사용된 소재를 최소화하여 표현

하려는 경향으로 보인다. 원형 재해석 사례에서는

작품 디자인의 국적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고 보편

적으로 사용되는 실루엣과 소재에 패턴 마감은 주

로 전통문양의 다양한 표현이 나타났으나 한국적

이미지의 표현이 세 유형 중 가장 적게 나왔다.

세 가지 유형의 표현방법은 <Table 6>과 같이

시대별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특징이 전통요소와

같은 한국적 이미지에 대한 재구성하는 정도에 따

라 차이를 보여준다. 한국적 패션디자인 작품은

표현방법에서 활용된 전통요소의 시대적 범위는

제한적이지만 표현방법의 유형은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통복식인 한복에서 빌린 하후

상박의 실루엣에서 움직임이 자연스럽고 단순한

실루엣을 선호하며 강렬한 색상대비에서 배색을

사용해 색조의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변화하였

다. 소재에서도 우리 고유의 느낌을 살리는 방식

보다도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소재를 활용하는 방

식으로 표현하였다. 이처럼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표현방법의 방향은 초기에는 전통복식의 요소들을

디자인에 재현하는 방식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전

통과 현대를 조화시켜 세계적인 스타일에 맞춰가

는 경향을 나타냈다.

3. 전문가 심층 면담 결과
전문가 심층 면담의 여러 견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개념과 경향은 시대

적 상황이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제 한국적 패션디자인을 우리 고유의 문화

와 전통요소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으로 인식하려

는 기존의 사고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하고 보편적인

취향에 맞는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미래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과거 시대의 원형을 강

조하여 차별성을 찾고자 하는 방식으로는 민족주

의적이고 국가주의적인 색채가 강하고 현시대의

생활상에 맞는 디자인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표현방식의 범위를 제

한적으로 활용하도록 작용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아랫글은 전문가 면담 중 ‘한국적 패션디자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중 발췌한 부분

이다.

우리가 국제무대에 진출할 때는 이미 일본의 패션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문화를 가지고 세계무대에서
인정받고 있었어요. 그때에도 자국의 문화가 경쟁

력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우
리의 문화를 일부러 대입시키려고 인식하고 있다
고 하기 보다는 한국 사람이라 자연스럽게 녹아

들은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사람들은 한국적인 패
션이라고 하더군요.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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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내용처럼 과거의 상황에 따라 디자인

의 방식이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은 급변하는 사

회문화를 반영하여 계속 조정해 나가야 한다는 점

을 말해주고 있다. 21세기는 정보와 서비스의 시대

Conception of Korean Styled Fashion Design

modern clothes designed by Koreans modern clothing with Korean Culture

the Change of Korean Image in Fashion Design

Utilizing the Formative Elements of Hanbok (Joseon Dynasty)

→ The Expansion of the Age(the theme about patriot An Jung-Geun)

The Critical Point of Korean Styled Fashion Design

The Prejudices of Domestic

Consumers that Korean Style is

behind the Fashion

Misinterpretation of Traditions biased

to the Past point

The Lack of Government support in

Policy and Economy

The Suggestion of Korean Styled Fashion Design

New Contents Development
the Understanding about lifestyle of

contemporary Consumers
the Embrace of Another Culture

<Table 7> Characteristics of Korean Styled Fashion Design by Expert in-depth Interview

2000s 2010s

the Joseon Dynasty

Hanbok

Imitation

Deformation
Deformation

1990s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Styled

Fashion Design

Utilizing of

Korean Imageㆍ

Formative

Element

Expression
Method of Korean
Styled Fashion
Design

A Modernized Design

of Korean Traditional

Elements

Design with inherent

elements such as the

mind and spirit

Design that combines

global trends with

Korean ones.

Imitation

Deformation

form>fabric>color

the Joseon Dynasty

Hanbok

the Joseon Dynasty

Hanbok

form>pattern color>decoration

<Fig. 7> Characteristics of Korean Styled Fashion Design by Case Study and expert in-depth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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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소비자들이 원하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제품

이 만연화된 현상이 벌어졌다. 소비자이면서 사용

자는 다양한 선택 안에서 제품의 품질인 미적이며

기능적인 욕구는 대부분 충족하고 있다. 따라서 공

급자인 디자이너는 미적이고 기능적인 측면보다는

사용자의 입장에 주목해야 한다(Forty, 1986). 그

러므로 문화 안에서 디자인을 바라보아야 하고 현

시대적 상황과 생활상에 적합한지를 계속해서 연

구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개선 방향을 위해

이들이 인식하는 대응책은 한국적 이미지로 활용

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노

력해야 하고, 현대의 생활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

하다. 그리고 타문화에 대해 포용하고 수용하여

독자적인 한국의 문화를 창조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으로 <Table 7>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시대별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특징

은 각기 그 사회적 배경과 문화에 따라 상호연관

적인 규칙으로 인해 개발에 대한 인식 동향은 점

차 변화해 왔으나 복식의 형태 자체가 달라진 현

대의상에서도 디자인 개발 콘텐츠로서의 한국적

이미지의 사용범위는 전통요소의 틀 안에서 반복

적으로 제한돼 있다. 위의 설명을 요약하여 다음

의 <Fig. 7>에서 설명하였다.

<Fig. 7>에서 보여준 1990년대부터 2010년대를

10년 단위로 세 구간으로 분리하여 분석함에 따라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특징에 관한 변환단계를 A,

B, C 알파벳 기호로 나타내어 좀 더 이해를 돕기

로 하였다<Table 8>. A는 시작된 지점으로 한국

적 패션디자인의 첫걸음 상태와 같다. 발전된 단

계의 진전을 다음 알파벳인 B, C로 나타내 보았

다. 첫 번째로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개발 동향과

같은 인식의 변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적극적인

변화를 맞이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A에서 B 그리

고 C라는 새로운 변환단계의 활발한 진행이 이루

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달라지는 사회적 배경

과 환경에 따라 새로운 디자인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다음 활용된 한

국적 이미지와 시대 범위에서는 나누어진 세 구간

에서 변함없는 A 단계로 지속하는 상태에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전통복식인 한복 특히

조선 시대의 한복에서 조형요소를 반복적으로 활

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한국적 패션

디자인의 표현방법의 유형에서는 한국적 이미지와

같은 전통요소를 조화하고 절충하면서 현대적 감

각에 맞게 수용하고 있지만, A에서 B로의 변화만

있을 뿐 개념의 시대별 차이점을 활발하게 적용한

인식 변화와는 달리 변화의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

음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로는 정체된 한국적 이

미지와 시대 범위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Ⅴ. 결론
세계무대를 열망하고 선진국을 표방하던 과거

와는 달리, 현재 대한민국은 과학기술과 문화 콘

텐츠 등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발돋움하는 국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Styled Fashion Design
Conversion Stage

1990s 2000s 2010s

Recognition Trends of Korean Style Fashion Design A B C

Utilizing of Korean Image A A A

The Age of Korean Image A A A

Expression Method of Korean Styled Fashion Design A B B

(A: Attempt, A→B: Step 1, B→C: Step 2)

<Table 8> Conversion Stage of Korean Styled Fashion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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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적인 정체성을

활용한 창조적인 디자인으로 문화의 보편성과 우

수성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 연구는 우리 고

유의 자원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개발하는 한국

적 패션디자인에 있어서 문화적 정체성을 찾기 위

한 초석을 다지는 노력의 하나로 진행되었다. 한

국적 패션디자인에서 표현방식으로 활용되는 전통

요소의 범위를 정리하여 그에 맞는 디자인을 분석

하고 다각적인 관점에서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개

념적 범위를 재선정하였다. 그 결과 범세계적 보

편성을 지닌 디자인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하였고,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적’, ‘전통적’이란 용어의 개념을 사

전적 정의의 관점에서 정리하고 한국적 패션디자

인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를 고찰한 결과, 대부분의 연구에서 한국적 패션

디자인의 개념은 시대적 범위를 초월하여 포괄적

인 의미로 정의했지만, 한국적 이미지를 활용한

표현방식에 대해서는 시대적 범위를 극히 제한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연구가 한국적

표현방식을 조선 시대에 국한하여 설명하였고, 그

중에서도 한복에 편중되어 있었는데 이는 ‘한국적’

이라는 용어를 ‘전통적’이라는 용어와의 혼동에서

오는 문제로 나타난다. ‘전통적’이라는 용어는 두

가지 외연적 의미로 정의되는데, 한국적 패션디자

인의 개발을 위한 방향의 척도에서는 우리의 정신

을 전달하고 이어가는 개념으로 전달되고 있으나,

표현방식은 과거 시대의 유물과 같은 한 시대의

문화만을 지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해석은 전통요소를 표현할 때 과거의 시대에

서 차용한 이미지에 고착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로써 이 연구는 개념 정립의 혼란이 제한적인

디자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용어에 대해

의미를 명시화하는 작업이 용어를 인식하는 디자

인 사고와 개발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발

견하였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시대별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개념에 대한 인식 경향은 과거 시대

의 전통적 이미지를 활용한 디자인에서 외형적인

요소보다는 한국의 전통문화 정신을 계승한 추상

적인 디자인, 그다음으로는 세계의 트렌드를 반영

한 틀 안에서 한국적 이미지를 활용한 디자인으로

변화되어가고 있었다. 둘째,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개념에 대한 인식 경향이 실

질적인 부분에서의 특성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디자인 사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실제로 컬렉션에서 발표된 작품들을 토대로

분석하였을 때,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개념을 인식

하고 있는 정도와 활용된 조형 요소에서의 한국적

이미지와 시대 범위가 일치하지 않음을 볼 수 있

었다. 인식 경향에서는 전통적 이미지의 활용도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줄어들고 민족문화의 독창성

을 강요하는 방법이 아닌 세계문화의 보편성을 기

반으로 한국적 이미지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변화

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실제 사례분석에서

는 한복의 이미지와 조선 시대의 콘텐츠가 반복적

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또한, 한국적 이미지를 활

용한 비율 정도에 따른 표현방법에서는 전통적 이

미지인 원형을 재현하는 방법과 변형, 재해석하는

방법에서도 여전히 원형재현과 원형변형의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례분석의 외연적 측면과의 비교분석을 위해 또

다른 내포적인 측면에서 1세대 한국적 패션디자인

의 전문가 심층면접을 통해서 살펴보았을 때, 이

들은 한국적 패션디자인이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

고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을 보였지만, 국내에서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현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한국적 패션디자인

개발방식에 있어서 변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

고 있었지만, 표현방법의 변화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응답자의 전원이 조선 시대, 특히 한복의

이미지요소를 활용한 경험은 있었으나, 1960년대

이후의 문화 속에서 한국적 이미지에는 활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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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적 패션디자이너의 선두주자인 이들의 한

국적 패션디자인은 애국주의적 입장을 포함하고

있었다. 세계무대 진출의 초기 단계에서 우리 고

유의 것을 소개하고 남들과 다른 차별성으로 시선

을 끌어야 한다는 목적이 있었다. 그렇기에 문화

가 개방되기 훨씬 이전의 순수한 우리만의 문화

유물을 찾아서 한국적 이미지로 활용하고자 하였

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적’과 ‘전통적’의 용어를

동일시하여 접근하는 디자인이 이루어졌고, 이들

의 사례를 연구하여 디자인 개발에 접근할 때 표

현방법의 범주가 고착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보

일 수 있었다.

이러한 학문적 연구와 실제 상황에서의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이해정도를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검

증해 본 결과는 기존의 한국적 패션디자인에 관한

연구들을 재검토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한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적 패션디자인

을 ‘한국에 관련한 문화에서 수용된 서양식 복식’

이라고 정의하였다. 디자인한 주체와는 상관없이

한국의 문화를 바탕으로 현시대에 맞게 표현된 패

션디자인이다.

마지막으로 위 분석 결과를 제반한 한국적 패

션디자인특성과 방향을 정리하였다.

사용하는 용어들의 정의를 명료화하는 작업을

통해 사고의 확장을 가져온다. ‘전통적’ 표현방식

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형식을 빌려 가져오는

것이 아닌 이어져 내려오는 정신을 받아들이는 의

미에서 해석돼야 하며 ‘한국적’이라는 단어가 단순

히 한복 형태의 실루엣이나 과거의 유물만이 아닌

현재 실생활에서 접하는 문화 자체가 될 수도 있

다는 포괄적인 개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이러한

범주의 확장에서는 표현방식의 요소가 무궁무진

할 수 있을 것이다. 2002년 월드컵의 ‘붉은악마’가

한국적일 수 있고, 넘쳐나는 아웃도어(outdoor) 브

랜드의 특성이 될 수도 넘쳐나는 아파트들이 한국

적일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현

대화’라는 개념은 한국적인 것을 현대적이지 못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모순점이 발생한다. 이러한

표현은 한국적 표현방식의 범위에 제한을 두고 일

정 부분만을 변화시키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구체적인 과거 시점을 제시하며 ‘조선 시대 복식

을 활용한’, ‘신라 시대 금관 장식을 반영한’ 등을

현대화하려는 전통요소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

요하다. 이처럼 현시대의 한국적 패션디자인을 하

기 위해서는 ‘한국적’ 요소의 개념을 과거의 다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차용하는 것이 아닌 현재와

예측 가능한 미래의 시점까지 확장하여 스스로 문

화적 콘텐츠를 만들어가려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

한, 연구자는 1세대 한국적 패션디자이너라 언급

되는 전문가들을 인터뷰하면서 시대별 한국적 패

션디자인의 발전에 대한 계기와 목적의 차이를 발

견하였다. 응답자의 초기 한국적 패션디자인에 대

한 목적은 세계무대로의 진출과 애국주의로 무장

한 문화외교관의 역할이었다면 현재 한국적 패션

디자인의 개발은 세계화에 발맞추어 보편적인 취

향에 맞게 실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사례를 고찰

할 때는 단순히 조형요소와 미적 가치를 발견해나

가는 측면만이 아닌 사회문화적 흐름을 같이 고찰

해야 할 것이다. 연구 대상자인 전문가의 선정에

있어 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1980년

대 후반, 또는 199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지속

해서 20∼3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소수의 전문

디자이너에 속해야 하므로 그 대상자의 수가 무척

제한적이라는 점이 있어 후속연구로 동일한 시대

에 다른 디자인 분야에서 나타난 한국적 디자인의

특징을 함께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한국적 패션

디자인의 창의적인 개발을 위해 개념의 재정리와

그에 따른 표현방법의 범위를 확장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 변화된 표현방법의 유형을

한국적 패션디자인개발에 적용함으로써 현대 패션

분야에서의 전통의 현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는데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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