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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aning scale of design by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
tween the associative vocabulary, the idea design and the expression image for the ‘classic’ images. Seventy 
total questionnaires were ultimately used for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Many design ideas were 
made in the order of a dress, a combination of jacket and pants, and a combination of jacket and skirt.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ssociation vocabulary and design finds that vocabulary such as 
‘handwork’, ‘Chanel’, and ‘tweed jacket’ have a correlation with the design of the combination of a jacket 
and skirt. The words ‘music’ and ‘piano’ are related to ‘one piece’.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sign and the expression image vocabulary, the setup style consisting of a jacket and pants combination and 
a jacket and skirt combination shows a high correlation with the vocabulary of ‘formal’, ‘tidy’, and ‘mo-
derate’. In the resulting word cloud of the expression image vocabulary for the entire design, the main key 
words that appeared were ‘traditional’, ‘basic’, ‘steady’, ‘elegant’, and ‘f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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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디자인은 인간의 의식적인 노력으로 구체화되는

실체의 세계이다. 의미 있는 것을 실체화하기 위해

서 의도적으로 노력해온 결과가 곧 디자인의 세계

이다(‘Design’, n.d.). 디자인 행위는 그 자체가 불명

확한 문제로 처음부터 완벽하게 기술될 수 없다.

상황에 따라서는 주관적인 해석을 요구하기도 하지

만 디자인은 결코 무의식적, 맹목적 행위가 아니라

그 자체가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에 의해 이미지와

아이디어가 가시적으로 실체화되는 것이 디자인의

본질이다. 디자인적 감각이 뛰어나 순간적이고 즉

흥적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표현해내는 사람도 있

으나 다수의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다. 창의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모호하고 어려워

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디자인 발상 프로

세스에 관한 관심과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디자인의 의미는 일상에서 언어가 끊임없이 여

러 종류의 유사함과 겹쳐 사용되면서 의미가 선택

되는 과정으로부터 생성된다(J. Lee, 2020). 예술

활동에 있어서 자아의 세부 영역에 대하여 커뮤니

케이션하는 언어화 과정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Han & Nah, 2016). 창작의 과정에 있어 대상에

대한 표현의 방법으로 언어를 통한 방법은 쉽지

않으며 이를 시각화시키는 방법 또한 직접적인 표

현을 통해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간단하게 생각될

수 없어 언어와 디자인 사이의 연관성을 통해 모

호한 작업과정을 구체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인 조형언어로 형상화시

키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대상에 대한 기억과 관찰

을 바탕으로 한 확장적 사고를 시작으로 핵심요소

들을 추려내어 대상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집약

된 형태로 기호화하여 형태, 색채, 재료, 구조 등

디자인 언어로 표현하는 방법을 탐구한다. 또한

추상적 개념을 상징적, 은유적, 경험적 발상을 통

해 조형언어로 표현하고 구체적인 대상으로 실체

화시키는 형식차원과 의미차원의 발상이 고려되어

진다(Kim & Kim, 2020). 기술과 과학의 발달로

전 세계 어디에서든 똑같은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제작 환경을 갖추었음에도 ‘여기에서만 만들 수

있는 것’이 적잖이 존재하는 까닭은 ‘언어와 사고’

가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Oki, 2016). 창의

적인 발상을 내재된 이미지를 구체적인 디자인으

로 시각화시키는 과정으로 본다면 주제에 대한 내

면의 이미지와 디자인, 디자인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표현 이미지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디자인 발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미

척도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주제어와 관련된 어휘의 전개와 확산에 관한

연구는 내재된 지식이나 경험들을 디자인 발상 과

정에서 끌어내는 데 유용하여 이에 대한 연구

(Han & Nah, 2016; Kim, 2014; Kim, 2017; Kim

2020)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으나 대표적

인 어휘 추출로 그 범위를 제한하거나 연상 어휘

자체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언어로 표

출한 내면의 지식과 감정을 디자인으로 시각화하

고, 이러한 결과물에 대한 디자인적 특징과 이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와 이미지를 연결 지어

관계의 유의미를 살펴보는 것은 주제에 대한 디자

인 발상 과정에서 오는 막연한 부담감을 덜어주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클래식(classic)’에 대한 언어와

시각화된 디자인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표적인 패션 이미지로 시간과 시대를 초월하고

많은 디자이너의 창의적 발상에 근원이 되고 있는

클래식에 대한 연상 어휘와 발상 디자인, 디자인

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 사이의 관련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에서는 언어연상과

관련된 디자인 발상 연구와 패션에서의 클래식 이

미지와 관련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관련 연구의

동향을 살피고 새로운 연구방법과의 관련성과 차

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결과에서는 발상 디자인의

디자인 특성을 살펴보고 연상 어휘와 발상 디자

인, 표현 이미지 어휘 사이의 관련성을 살펴 패션



디자인 발상과정에서의 어휘와 디자인 사이의 관계 연구

- 111 -

에 있어 ‘클래식’이라는 주제에 대한 발상에 필요

한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디자인 의미 척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연상(association)은 어떤 대상에 대한 유사성과

인접성을 근거로 한 사물의 심성을 다른 사물에

투영해 새로운 심상을 불러일으킨다(‘Association’,

2021). 은유나 유추와 같은 전이적 특성의 연상

과정은 주제에 대한 확산적 사고를 유도하여 창의

적 디자인 발상에 도움을 준다. 구체적인 결과물

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언어와 시각 이미지 등의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언어 이미지는

의식 속에 축적된 감정적, 감성적 이미지가 의식

수준으로 올라와 개념화되는 것으로 다른 이미지

보다 표현과 기술이 자유로운 속성을 지닌다. 시

각 이미지는 감성적인 이미지 전달에 있어 직감

적, 동시적 파악이 가능하고 공간적 직관을 포함

하고 있어 이해의 내용이 풍부하다(Jung & Park,

2016).

디자인 발상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디자

인 교육 과정에서 형태를 전체적으로 재인하는 상

향처리방식이 형태를 부분적으로 재인하는 하향처

리방식보다 좀 더 나은 과정과 성과를 보인다고

하였다(Han & Kim, 2018). 또한 시각적 자극물

을 제시하고 여기에서 시각적 유추가 발생하여 최

종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전문성이 클수

록 표면적 유추에 비해 구조적 유추가 많이 일어

난다고 하였다(Lee, 2018). 디자인 발상과 관련된

연구들은 제시된 자극물에 대해 시각적 유추로 결

과물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의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언어와 디자인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한

국의 문화정체성을 표현하는 이미지어를 선행문헌

자료 분석을 통해 복식과 건축디자인에서 구체적

어휘로 제시한 연구(Kim, Kim, Kim, Kim, &

Park, 2002)가 있으며 분노조절에 사용된 언어와

심상이미지의 관계 분석과 해석을 통해 공간 활용

에 도움을 주는 디자인 코드를 제안한 연구(Park,

Kim, & Seo, 2020) 등이 있다. 인간의 감성이 언

어로 표현되고 이미지와 함께 디자인 요소로 해석

되어 타당하고 객관화된 지표를 만들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광고 디자인 분야에서도 발상에 있어

서 유사성, 근접성, 원인과 결과의 연상 원리를 적

용하여 형태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발상에 긍정적

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하였다(Han & Mok,

2018). 제품과 은유 이미지의 관련성이 높다고 인

지한 경우에는 긍정적 정교화가 영향을 미치며,

낮다고 인지한 경우에는 부정적인 정교화가 영향

을 더 미친다고 하였다(Park & Kim, 2016).

패션 디자인 발상 전개과정에서 유추에 의한

주제어 확장의 단계는 확산적 사고를 통해 가능한

한 많은 아이디어가 펼쳐지고 세부적으로 전이되

어 나가는 특징을 보인다. 일반적 지식을 포함하

여 디자이너와 그의 작품특성과 같은 학습된 전문

지식과 관련된 어휘, 개인의 취향이나 기억 등 개

인의 문화적 배경과 관련된 어휘, 미술이나 건축

같은 다른 예술 분야나 사회문화 현상과 관련된

어휘, 자연물이나 인공물 등과 같이 디자인 소스

와 관련된 어휘가 나타나는 특성을 보인다(Kim,

2014)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에서 연상을 통해 나

타나는 어휘와 디자인이 특정한 관계성을 가질 때

적합성과 합리성의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발상 디자인과 어휘와의 관

련성이 높게 지각될수록 디자인에 대한 평가가 긍

정적이고 타당성 있는 결과를 가지게 된다 할 것

이다.

클래식은 고전의·모범적인·전형적 등의 의미로,

본래는 고대 그리스･로마를 모범으로 하는 예술이

나 문학을 말한다. 패션에 있어서는 고대 그리스･

로마풍이나 그것을 모범으로 한 엠파이어 스타일

등과 전통·기본적·정통파의 뉘앙스를 갖는 시대를

초월해 이어져 온 변하지 않는 스타일이라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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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해석이 있다(‘Classic’, 1997). 클래식 디자인

은 시대를 초월한 가치와 보편성을 가진 특정 스

타일이 유행과 상관없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며 전통적이고 보수적이어서 정형화된 특징

을 가지며 대표적인 의상으로 테일러드 슈트, 샤

넬 슈트, 가디건, 진바지 등이 있다(Kim, 2012).

클래식 패션은 성숙된 취향의 느낌으로 유행보다

는 자신의 스타일을 중요시 하는 보수적인 이미지

를 추구하는 사람들에 의해 착용되는 스타일이며

(Park, 2007) 긴 시간동안 애용되어 온 차림으로

기본적인, 정통적인, 전통적인을 키워드로 테일러

드 슈트, 트렌치 코트, 샤넬 슈트 등의 아이템이

있다(Park, Lee, Yum, Choi, & Park, 2006). 클래

식 스타일은 고대 그리스ㆍ로마의 스타일과 신고

전주의 엠파이어 스타일을 말하는 동시에 유행에

구애 받지 않는 변함없는 스타일을 말하며 현대패

션에서는 유행을 따르지 않는 스타일로 다양하게

재창조되고 있다(Choi, 2010). 패션에서 클래식은

가장 고전적이고 전통적이며 유행에 상관없이 많

은 디자이너에게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연결

고리로서 창작의 모태가 되어오고 있다.

패션에 있어 클래식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의복 조형요소에 따른 클래식

이미지 분류를 위해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이미

지 평가용어를 ‘클래식하다’, ‘보수적이다’, ‘기능적

이다’, ‘남성적이다’, ‘전형적이다’, ‘이성적이다’, ‘베

이식하다’, ‘멋있다’, ‘친숙하다’, ‘기하학적이다’, ‘성

숙하다’, ‘중후하다’, ‘지적이다’, ‘품위있다’, ‘우아하

다’, ‘전통적이다’, ‘고급스럽다’, ‘세련되다’, ‘고상하

다’, ‘복고적이다’로 나누고 구성요인을 레트로클래

식, 매니시클래식, 엘리건트클래식, 컨템포러리클

래식으로 나누어 조형적 특성을 살펴본 연구(Lee,

Park, & Kwon, 2009)가 있다. 이와 유사한 맥락

에서 클래식 이미지와 감성 어휘 척도 개발을 위

해 클래식 관련 선행연구와 단행본, 국내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서 클래식 관련 어휘를 수집 정

리한 연구가 있다. ‘고급의’, ‘고상한’, ‘고전적인’,

‘규범적인’, ‘기본적인’, ‘까다로운’, ‘꾸준히 팔리는’,

‘단정한’, ‘대표적인’, ‘도시적인’, ‘따분한’, ‘매력적

인’, ‘모던한’, ‘믿음있는’, ‘상류층의’, ‘세련된’, ‘세

월이 가도 변함없는’, ‘심플한’, ‘어디에나 어울리

는’, ‘엘리트의’, ‘오래된’, ‘위엄있는’, ‘유행을 타지

않는’, ‘전통적인’, ‘정돈된’, ‘지속적인’, ‘지적인’,

‘품위있는’, ‘편한’, ‘활동적인’으로 최종 30개의 어

휘를 선정하고 클래식 감성 어휘의 요인을 기본

성, 매력성, 전통성, 고풍성, 활동성으로 나누었다.

여기에 세대에 상관없이 가장 클래식 하다고 생각

하는 이미지는 샤넬풍 투피스, 화이트 셔츠와 블랙

플레어스커트를 착용한 이미지로 샤넬 스타일과

여성스럽고 우아한, 고급스러운 느낌의 이미지를

가장 클래식하다고 평가하였다(Sang, Yoo, Park,

& Lee, 2015).

여성복 컬렉션을 중심으로 클래식 스타일을 디

자인 요소별로 그 특징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클래

식 디자인은 시대를 초월한 시대적 가치와 보편성

을 가진 특정 스타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

의해 꾸준히 입혀져 왔으며 전통적이고 보수적이

어서 정형화된 것이 특징이라고 하였다. 색상은

브라운계열 중심의 와인, 다크 그린, 겨자색, 흰색,

회색, 베이지색 등 뉴트럴한 색상이며 패턴은 남

성용 테일러드 슈트에 많이 사용되는 글렌체크,

하운드투스, 타탄체크, 플레이드, 전통적인 스트라

이프 등의 문양이나 물방울, 스트라이프 등의 기

하학적 무늬가 많다고 하였다(Kim, 2012). 클래식

을 대표하는 아이템인 테일러드 슈트에 대해서는

신뢰성과 실용성에 미적가치를 두는 절제성과 자

유로운 감성, 섹슈얼리티 표현으로 패션과의 융합

을 보여주는 양성성, 사회전반의 퓨전 현상에 기

인한 일상적이고 비격식의 다목적성으로 미적 특

성을 나눈 연구(Ham, 2003)도 있다.

최근에는 디자인 발상을 위한 사고 확장을 목

적으로 어휘와 관련된 연구도 찾아 볼 수 있다.

클래식 이미지어에 대한 연상 어휘로 ‘슈트’, ‘고전

적인’, ‘브라운’, ‘깔끔한’, ‘음악’, ‘전통의’, ‘샤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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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러운’, ‘유행타지 않은’, ‘블랙’, ‘기본의’, ‘트

위드 재킷’, ‘오래된’, ‘영국의’, ‘세련된’, ‘딱딱한’,

‘버버리’ 등이 많이 나타나며 이를 중심으로 내적

특성 및 의미구조를 살펴 ‘고전적 전통성’과 ‘슈트

의 조형미’로 의미구조를 유형화한 연구(Kim,

2017)가 있다. 클래식 이미지어에 대한 연상 어휘

간의 연관성을 토대로 디자인 발상 차원을 ‘슈트’

를 중심으로 한 ‘명품’, ‘단정한’, ‘구두’, ‘셔츠’, ‘재

킷’을 하위요소로 하는 ‘mannish item’ 차원, ‘음

악’, ‘피아노’, ‘바이올린’을 그룹으로 하는 ‘music’

차원, ‘블랙’과 ‘화이트’, ‘그레이’의 무채색 컬러 중

심과 속성의 ‘modern color’ 차원, ‘고전적인’을 중

심으로 ‘오래된’, ‘드레스’, ‘변함없는’, ‘샤넬’, ‘트위

드 재킷’, ‘체크’, ‘브라운’, ‘기본의’, ‘전통적인’을

그룹으로 한 ‘traditional classicality’ 차원으로 분

류한 연구(Kim, 2020)가 있다.

이상의 연구들은 결과물에 대한 유형분석 및 디

자인 분석이나 확산적 사고를 위해 언어적 측면에

서 클래식 관련 어휘들의 특성을 살펴보고 있다.

언어로 표현된 내재된 추상적 개념들과 이를 바탕

으로 직접적으로 산출된 결과물, 여기에 부여된 의

미의 상호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은 클래식 디자인에

대한 가장 객관적이고 타당한 의미와 디자인 방향

을 제시하는데 적합하고 필요한 시도라 할 것이다.

Ⅲ.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시간성을 대표하는 패션 이미지 ‘클

래식’을 주제어로 선정하였다. 실험지 구성은 총 3

장으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장은 ‘클래식’이라는

주제어를 중심에 제시하고 이에 대해 연상되는 단

어를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여 주제어에 대한 확

산적 사고가 펼쳐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후 클

래식에 대한 연상 어휘로 수집 정리하였다. 나머

지 두 장에 대해서는 주제어에 대한 디자인 발상

이 이루어졌다. 개인차에 따라 3∼4개 정도의 디

자인 스케치가 이루어졌으며 최종적으로 가장 ‘클

래식’ 주제어를 잘 표현한 디자인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직접 선택하게 하였다. 최종 선택한 디자인

에 대해 선택이유 즉 어떠한 표현 의도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지를 기술하게 하여 발상 디자인에

대한 표현 이미지 어휘로 수집 정리하였다. 창의

적인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진보는 당면한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한 책이나

수업을 통해 배운 학문이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유용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Lim, 2011;

Sternberg & Lubart, 1995) 실험은 의류학 전공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의류학과 1, 2학년부터

졸업 작품 패션쇼를 준비 중인 3학년과 패션쇼를

마친 4학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실험 시간은

총 30분으로 하여 정해진 시간 내에 집중해서 어

휘 발상과 디자인 발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였다. 회수된 실험지는 연상 어휘, 발상 디자인,

표현 이미지 어휘로 나누어 코딩하였다. 실험지는

총 79부가 회수되었으며 정리과정에서 불성실한

답변을 제외하고 최종 70부(여:56명, 남:14명)가

결과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방법은 통계분석을 기반으로 내용분석을

병행하였다. 통계상담연구소의 전문가를 통해 연

구 결과를 살펴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통계기법

과 이를 위한 코딩방법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데

이터 정리가 이루어졌다. 통계처리와 결과에 대한

기본적인 해석 방법도 전문가의 도움으로 분석에

대한 적절성을 점검하였다. 발상 디자인에 대한

평가항목은 아이템, 실루엣, 무늬, 액세서리, 장식

특성 등 형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나누고 정

리하였다. 사진 분류 작업은 실무경력 20년 이상

의 교육 전문가 1인의 감수를 거쳐 코딩하였다.

빈도분석을 통해 발상 디자인에 대한 특성을 살펴

보았으며 연관성 분석(association analysis)을 통

해 연상 어휘와 발상 디자인, 발상 디자인과 표현

이미지 어휘 사이의 관련 특성을 살펴보았다. 어

휘는 항목이 많은 텍스트 형태의 비정형 데이터로

의미의 가중치 정도를 시각적이고 직관적으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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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기 위해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워드 클라우

드(word cloud) 기법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디자인에 대한 중심성 및 핵심 키워드를 시각적으

로 파악하였다.

Ⅳ. 결과 및 고찰

1. 클래식 이미지에 대한 발상 디자인 특성

기호학적 측면에서 해석체에 해당되는 디자인

요소 중 형태가 다른 디자인 요소인 문양과 색채에

비해 표현이나 구성에 있어 적극적으로 많이 나타

나는 경향이 있다(Park et al., 2020). 본 연구에서

는 클래식에 대한 디자인 발상 스케치 중 최종적으

로 선택한 디자인에 대해 아이템, 실루엣, 무늬, 액

세서리, 장식 특성 등 형태적인 측면에서 그 특징

을 살펴보았으며 자세한 내용은 <Table 1>과 같다.

아이템 스타일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원피스

(27.1%), 재킷과 팬츠 조합(18.6%), 재킷과 스커

트 조합(18.6%), 셔츠와 팬츠 조합(15.7%), 셔츠

Standard Classification Total

Morphological
characteristic

Item style
70(100.0)

Set up 1(jacket + pants) 13(18.6)

Set up 2(jacket + skirt) 13(18.6)

Shirt + Pants 11(15.7)

Shirt + Skirt 7(10.0)

One piece 19(27.1)

Coat 7(10.0)

Silhouette
70(100.0)

Square 55(78.6)

Triangle 4(5.7)

Oval 2(2.9)

X-shaped 9(12.9)

Pattern
16(22.9)

Check 13(18.6)

Stripe 1(1.4)

Flower, Heart 2(2.9)

Accessory
50(71.4)

Shoes, Boots 19(27.1)

Hat 3(4.3)

Necktie 4(5.7)

Belt 14(20.0)

Bag 3(4.3)

Necklace, Earrings 5(7.1)

Gloves 2(2.9)

Decoration
45(64.2)

Frills, Ruffles 7(10.0)

Pocket 7(10.0)

Button 27(38.6)

Etc 4(5.6)

Decorations have duplicate counts

<Table 1> Idea Design Characteristics for Classic Images

Unit;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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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스커트 조합(10.0%), 코트(10.0%) 순으로 디

자인 발상이 많이 이루어졌다. 단일 품목으로는

원피스 아이템이 가장 높은 가운데 재킷 중심의

아이템 디자인 발상이 눈에 띈다. 전체적인 실루

엣은 사각형(78.6%), X자형(12.9), 삼각형(5.7%),

타원형(2.9%)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재킷과 팬

츠, 재킷과 스커트 조합의 셋업 스타일과 일자형

의 원피스, 직사각형 코트 디자인으로 사각형 실

루엣이 많이 보였다. 이는 H라인이 중후하고 남성

적인 매니시클래식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효과적이

라는 연구(Lee et al., 2009)와도 유사성을 보인다.

일자형의 원피스 이외에 허리를 강조하고 아래로

갈수록 퍼지는 X자형, 삼각형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무늬의 경우 체크(18.6%)가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

났으며 액세서리의 경우 구두와 부츠(27.1%), 벨트

(20.0%), 목걸이와 귀걸이(7.1%), 넥타이(5.7%) 순

으로 나타났다. 체크의 경우 재킷과 팬츠 조합, 재

킷과 스커트 조합의 셋업 스타일 디자인에서 대부

분 나타났다. 이는 남성용 테일러드 슈트에 많이

사용되는 다양한 형태의 체크가 클래식 스타일을

특징짓는 디자인 요소라고 한 연구(Kim, 2012)와

도 맥락적으로 유사하다. 발상 디자인의 세부적인

장식 요소를 살펴본 결과 단추(38.6%), 프릴이나

러플(10.0%), 포켓(10.0%), 기타(5.6%) 순으로

나타났다. 원피스 디자인에는 곡선적인 느낌의 프

릴이나 러플 디테일 사용이 부각되었으며 재킷과

팬츠 조합, 재킷과 스커트 조합의 셋업과 셔츠와

팬츠, 코트 디자인에는 단추나 포켓 등의 직선적

인 느낌의 장식요소가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2. 연상 어휘와 발상 디자인 사이의 관계

클래식 이미지에 대한 연상 어휘와 발상 디자인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디자인을 특징짓고

의미를 규정하는데 좀 더 객관적인 척도를 만들어

줄 수 있다. 연관성 분석에서 지지도(support), 신

뢰도(confidence), 향상도(lift)는 LHS(left hand

side)와 RHS(right hand side) 항목 사이의 연관

성 규칙을 측정하는 평가기준으로 항목을 연결 지

어 사고하는데 의미 있는 규칙이 작용함을 평가하

게 된다.

평가 항목은 연상 어휘와 발상 디자인의 아이

템 스타일을 기준으로 최대 2개, 신뢰도 .300 이상

인 규칙만이 추출되도록 하였다. 향상도는 모두

1.000 이상으로 LHS와 RHS 사이의 관계가 우연

이 아니라 서로 간에 우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결과를 정리한 내용은 <Table 2>와

같다.

연상 어휘와 발상 디자인과의 관련성을 상위권

에 위치한 규칙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연상 어휘 ‘수작업’을 떠올리면서 재킷과 스커

트 조합의 ‘셋업 2’의 디자인을 전개할 가능성(신

뢰도=1.000)과 ‘화려한’의 연상 어휘를 떠올리면서

‘원피스’ 디자인을 전개할 가능성(신뢰도=1.000)은

100%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양복’을 떠올리면서

‘원피스’를 디자인으로 떠올릴 가능성(신뢰도=.800)

이 높게 나타났으며, ‘무난한’이라는 연상 어휘를

떠올리면서 재킷과 스커트 조합의 ‘셋업 2’가 발상

디자인으로 전개될 가능성(신뢰도=.750), ‘신사’를

떠올리면서 재킷과 팬츠 조합의 ‘셋업 1’ 디자인으

로 전개될 가능성(신뢰도=.750), ‘테일러링’을 떠

올렸을 때 재킷과 스커트 조합의 ‘셋업 2’가 전개

될 가능성(신뢰도=.750)이 높게 나타났다.

지지도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고급스러운’ 연상

어휘를 떠올리면서 ‘원피스’를 함께 디자인 한 경

우는 10건(지지도=.100), ‘샤넬’을 연상 어휘로 떠

올리면서 재킷과 스커트 조합의 ‘셋업 2’ 디자인을

한 경우가 11건(지지도=.114)으로 나타났다. ‘어

두운’을 떠올리면서 ‘원피스’ 디자인을 한 경우가

10건(지지도=.100), ‘우아한’을 연상 어휘로 떠올

리면서 ‘원피스’를 함께 디자인 한 경우가 10건(지

지도=.100), ‘음악’을 떠올리면서 ‘원피스’를 함께

디자인 한 경우가 11건(지지도=.114), ‘피아노’를

떠올리면서 ‘원피스’ 디자인으로 전개가 이어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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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S RHS Support Lift Confidence

Expensive => Set up 2 0.057 3.590 0.667

Luxurious => One piece 0.100 1.842 0.500

Gray => One piece 0.057 2.105 0.571

Tidy => Set up 1 0.071 1.795 0.333

Tidy => One piece 0.071 1.228 0.333

Simple => One piece 0.071 1.228 0.333

Dress => Coat 0.043 3.333 0.333

Retro => Set up 2 0.043 2.308 0.429

Luxury => Shirt+Pants 0.043 1.909 0.300

Modern => Set up 2 0.043 1.795 0.333

Modern => Shirt+Pants 0.043 2.121 0.333

Passable => Set up 2 0.043 4.038 0.750

Achromatic color => Set up 2 0.057 1.657 0.308

Unchanging => Set up 1 0.057 1.657 0.308

Brown => Set up 1 0.057 1.657 0.308

Chanel => Set up 2 0.114 2.393 0.444

Western costume => One piece 0.057 2.947 0.800

Handwork => Set up 2 0.043 5.385 1.000

Stripe => Shirt+Skirt 0.043 6.000 0.600

Gentleman => Set up 1 0.043 4.038 0.750

Item => Set up 1 0.043 3.231 0.600

Antique => One piece 0.043 2.211 0.600

Dark => One piece 0.100 2.344 0.636

England => Set up 1 0.043 2.308 0.429

Old => Set up 1 0.043 1.615 0.300

Old => One piece 0.043 1.105 0.300

Original => One piece 0.043 2.211 0.600

Elegant => One piece 0.100 1.517 0.412

Music => One piece 0.114 1.474 0.400

General => Set up 2 0.057 2.692 0.500

General => One piece 0.043 1.382 0.375

Fit => One piece 0.043 1.842 0.500

Jacket => Set up 1 0.057 1.958 0.364

Traditional => One piece 0.086 1.300 0.353

Stereotyped => Set up 1 0.043 2.019 0.375

Stereotyped => One piece 0.043 1.382 0.375

Pearl => Set up 2 0.043 3.231 0.600

Tailoring => Set up 2 0.043 4.038 0.750

Trench coat => Coat 0.071 3.846 0.385

Tweed jacket => Set up 2 0.071 2.991 0.556

Pants => Shirt+Pants 0.043 3.182 0.500

Piano => One piece 0.086 1.579 0.429

Fancy => One piece 0.043 3.684 1.000

<Table 2> Analysis of Association Between Associative Vocabulary and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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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8건(지지도=.086), ‘트위드 재킷’을 연상 어

휘로 떠올리면서 재킷과 스커트 조합의 ‘셋업 2’

디자인으로 연결된 경우가 7건(지지도=.071)으로

나타났다. 클래식 이미지에 대해 ‘수작업’, ‘샤넬’,

‘트위드 재킷’, ‘테일러링’, ‘무난한’의 연상 어휘는

재킷과 스커트 조합의 ‘셋업 2’ 디자인으로 연결되

는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당면한 문제에 대한 상당

수준의 전문지식을 가져야 하며 그로부터 유용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Lim, 2011). ‘샤넬’, ‘트위

드 재킷’과 같이 특정 디자이너와 디자이너의 시

그니처 디자인에 대한 어휘가 연상되어 디자인 발

상으로까지 연결되는 것은 주제어에 대한 추상적

요소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직접적이고 가장 확실

한 방법으로 주제어에 대한 이미지로 각인된 대표

디자이너와 그의 작품 특성을 연결고리로 선택한

다는 연구(Kim, 2014)와도 유사한 맥락을 가진다

할 것이다. ‘음악’, ‘피아노’와 같이 음악을 대표하

는 키워드는 ‘원피스’ 디자인과 관계성이 높게 나

타났다. 클래식에 대한 어휘 발상에서 높은 빈도

를 보이는 ‘음악’(Kim, 2020)과 관련된 연상 어휘

들은 디자인에서는 고전적인 느낌을 표현할 수 있

는 원피스 아이템과 연결되어 발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 진다.

3. 발상 디자인과 표현 이미지 어휘와의 관계

디자인 발상을 통해 최종 선택된 디자인과 디

자인에 대한 표현 의도와 내포된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 이미지 어휘와의 관계를 연관성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평가 항목은 발상 디자인과 표현 이

미지 어휘로 최대 4개로 하였으며 신뢰도 .300 이

LHS RHS Support Lift Confidence

Set up-Formal & Neat => Passable 0.029 14.000 1.000

Set up-Formal & Passable => Neat 0.029 11.667 1.000

Set up-Formal => Neat 0.029 11.667 1.000

Set up-Formal => Passable 0.029 14.000 1.000

Set up-Neat & Passable => Formal 0.029 17.500 1.000

Set up-Neat => Formal 0.029 7.000 0.400

Set up-Neat => Passable 0.029 5.600 0.400

Set up-Passable => Formal 0.029 17.500 1.000

Set up-Passable => Neat 0.029 11.667 1.000

Set up-Elegant => Traditional} 0.029 7.000 1.000

Set up-Traditional => Elegant 0.029 2.917 0.333

One piece-Aristocratic => Long 0.029 8.750 0.500

One piece-Aristocratic => Elegant 0.029 4.375 0.500

One piece-Aristocratic => Traditional 0.029 3.500 0.500

One piece-Long => Aristocratic 0.029 8.750 0.500

One piece- Elegant => Aristocratic 0.029 7.000 0.400

One piece-Traditional => Medieval 0.029 5.600 0.400

One piece-Traditional => Aristocratic 0.029 11.667 0.667

One piece- Medieval => Elegant 0.029 5.833 0.667

Coat => Steady 0.043 6.000 0.429

<Table 3> Analysis of Association Between Design and Expression Image Vocabu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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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규칙만이 추출되도록 하였다. 향상도는 모두

1.000 이상으로 LHS와 RHS 사이의 관계가 우연

이 아니라 서로 간에 우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결과를 정리한 내용은 <Table 3>과

같다.

발상 디자인과 표현 이미지 어휘 사이의 관련성

을 상위권에 위치한 규칙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킷과 팬츠 조합의 셋업 1과 재킷과

스커트 조합의 셋업 2를 합친 셋업에 대하여 ‘셋

업’을 그리고 ‘단정한’, ‘무난한’을 떠올렸을 때 ‘격

식의’를 함께 떠올릴 경우가 100%(신뢰도=1.000)

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업’을 그리고 ‘무난한’을

떠올릴 경우 ‘격식의’를 함께 떠올릴 가능성(신뢰

도=1.000), ‘셋업’을 그리고 ‘격식의’, ‘단정한’을

떠올릴 경우 ‘무난한’을 함께 떠올릴 가능성(신뢰

도=1.000), ‘셋업’을 그리고 ‘격식의’를 떠올릴 때

‘무난한’을 함께 떠올릴 가능성(신뢰도=1.000)이

100%로 서로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셋업을 그리고 ‘격식의’, ‘무난한’을 떠

올릴 때 ‘단정한’을 떠올릴 가능성(신뢰도=1.000),

셋업을 그리고 ‘격식의’를 떠올릴 때 ‘단정한’을 함

께 떠올릴 가능성(신뢰도=1.000), 셋업을 그리고

‘무난한’을 떠올릴 때 ‘단정한’을 함께 떠올릴 가능

성(신뢰도=1.000)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LHS와

RHS를 각각 따로 떠올릴 때 보다 동시에 떠올릴

비율이 14배(향상도=14.00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킷과 팬츠, 재킷과 스커트로

구성된 셋업 디자인은 ‘격식의’, ‘단정한’, ‘무난한’

의 어휘와 서로 유기적으로 높은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세트로 구성된 클래식 디자인을 평

가하는 구체적인 의미 척도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원피스’를 그리고 ‘전통의’를 선택한 경우 ‘귀족

적인’을 함께 선택할 가능성(신뢰도=.667)과, ‘원

피스’를 그리고 ‘중세의’를 떠올릴 때 ‘우아한’을

함께 떠올릴 가능성(신뢰도=.667)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원피스’를 그리고 ‘귀족적인’을 떠

올릴 때 ‘롱’을 함께 떠올릴 가능성과 ‘원피스’를

그리고 ‘롱’을 떠올릴 때 ‘귀족적인’을 함께 떠올릴

가능성(신뢰도=.500)은 50%로 동일하게 나타났

다. ‘원피스’를 그리고 ‘귀족적인’을 떠올릴 때 ‘우

아한’을 함께 떠올릴 가능성(신뢰도=.500)이 ‘원

피스’를 그리고 ‘우아한’을 떠올릴 때 ‘귀족적인’을

함께 떠올릴 가능성(신뢰도=.400)보다 높게 나타

났다.

코트와 표현 이미지 어휘 사이의 연관성을 살

펴 본 결과 ‘코트’를 그릴 때 ‘꾸준한’을 함께 떠올

릴 가능성(신뢰도=.429)이 있으며 이는 각각의

비율대비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비율이 6배

(향상도=6.000)가 높게 나타났다. 클래식에 있어

코트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한결같음의 의

미인 ‘꾸준한’이 의미 있는 평가 어휘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표현 이미지 어휘 사이의 연관성은 <Table 4>

와 같으며 신뢰도를 중심으로 상위권에 위치한 규

칙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격식의’와 ‘단정한’

을 떠올리면서 ‘무난한’을 같이 떠올리는 가능성과

‘격식의’와 ‘무난한’을 떠올리면서 ‘단정한’을 같이

떠올리는 가능성, ‘단정한’과 ‘무난한’을 떠올리면

서 ‘격식의’를 같이 떠올리는 가능성은 100%(신뢰

도=1.000)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격식의’,

‘무난한’, ‘단정한’은 클래식 디자인 발상에 필요한

중요한 이미지 어휘로 살펴볼 수 있다. ‘기본의’와

‘심플한’을 떠올리면서 ‘피티드’를 같이 떠올리는

가능성과 ‘심플한’과 ‘피티드’를 떠올리면서 ‘기본

의’를 같이 떠올릴 가능성(신뢰도=1.000)이 높게

나타났으며 ‘기본의’와 ‘피티드’를 떠올리면서 ‘심

플한’이 같이 연관되어 나타날 경우(신뢰도=.667)

와 ‘피티드’를 떠올릴 때 ‘기본의’를 함께 떠올릴

경우(신뢰도=.600)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남성적인’을 떠올릴 때 ‘중후한’이 같이 연관되

어 나타날 경우(신뢰도=1.000)는 반대로 ‘중후한’

을 떠올리면서 ‘남성적인’을 같이 떠올리는 가능성

(신뢰도=.500)보다 높게 나타났다. ‘뷔스티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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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올릴 때 ‘중세의’를 같이 떠올릴 가능성(신뢰도

=1.000)은 ‘중세의’를 떠올리면서 ‘뷔스티에’를 떠

올릴 가능성(신뢰도=.40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각각을 떠올리는 비율 대비 두 가지가 동

시에 일어나는 비율이 14배(향상도=14.000) 높아

관계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발상 디자인의 중심 의미

그림이나 영상, 문서처럼 형태와 구조가 다른

구조화 되지 않은 데이터를 비정형 데이터라 하며

워드 클라우드 기법은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를 분

석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비정형 데이터로부터

통계적인 의미가 있는 개념이나 특성을 추출하기

위해 이들 간의 패턴이나 추세 등의 고품질 정보

LHS RHS Support Lift Confidence

Formal, Neat => Passable 0.029 14.000 1.000

Formal, Passable => Neat 0.029 11.667 1.000

Formal => Neat 0.029 5.833 0.500

Formal => Passable 0.029 7.000 0.500

Aristocratic => Long 0.029 8.750 0.500

Aristocratic => Elegant 0.029 4.375 0.500

Aristocratic => Traditional 0.029 3.500 0.500

Basic, Simple => Fitted 0.029 14.000 1.000

Basic, Fitted => Simple 0.029 6.667 0.667

Masculine => Stately 0.029 17.500 1.000

Neat, Passable => Formal 0.029 17.500 1.000

Neat => Formal 0.029 5.833 0.333

Neat => Passable 0.029 4.667 0.333

Neat => Tidy 0.029 2.917 0.333

Long => Aristocratic 0.029 8.750 0.500

Passable => Formal 0.029 7.000 0.400

Passable => Neat 0.029 4.667 0.400

Passable => Basic 0.029 2.154 0.400

Minimal => Tidy 0.029 5.833 0.667

Bustier => Medieval 0.029 14.000 1.000

Simple, Fitted => Basic 0.029 5.385 1.000

Elegant => Traditional 0.043 2.625 0.375

Traditional => Elegant 0.043 2.625 0.300

Medieval => Bustier 0.029 14.000 0.400

Medieval => Elegant 0.029 3.500 0.400

Stately => Masculine 0.029 17.500 0.500

Stately => Simple 0.029 5.000 0.500

Fitted => Simple 0.029 4.000 0.400

Fitted => Basic 0.043 3.231 0.600

<Table 4> Analysis of Association Between Expressive Image Vocabu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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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끌어내는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을 이용

한 워드 클라우드 기법은 출현빈도를 기준으로 시

각화하여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한다(Lee, 2020).

발상 디자인에 대한 중심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

표현 이미지 어휘에 대해 워드 클라우드 기법을

실시하였다.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워드 클라우

드 기법은 최종 디자인에 담긴 의도나 의미를 표

현한 이미지 어휘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에 대해

디자인을 설명하는 의미의 가중치 정도를 시각적

직관적으로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글자의 폰트가

클수록 빈도수가 높으며 중심성이 높은 관계로 해

석할 수 있다.

발상 디자인과 표현 이미지 어휘 52개에 대한

워드 클라우드 기법을 실시하여 디자인 아이템에

대한 중심 의미를 살펴보았다. 발상 디자인 전체

에 대한 표현 이미지 어휘의 워드 클라우드 결과

는 <Fig. 1>과 같다. ‘전통의’, ‘기본의’, ‘꾸준한’,

‘우아한’, ‘격식의’, ‘깔끔한’, ‘단정한’, ‘심플한’. ‘피

티드’, ‘롱’, ‘중후한’의 순으로 중심 키워드가 나타

났다. 재킷과 팬츠 조합의 셋업 1과 재킷과 스커

<Fig. 1> Word Clouds of Expressive Image Vocabulary
for Total Design

<Fig. 2> Word Clouds of Expressive Image Vocabulary
for Set up

<Fig. 3> Word Clouds of Expressive Image Vocabulary
for Set up 1

<Fig. 4> Word Clouds of Expressive Image Vocabulary
for Set u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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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조합의 셋업 2를 합친 디자인에 대한 워드 클

라우드 결과, ‘전통의’, ‘단정한’, ‘격식의’, ‘균형’,

‘기본의’, ‘깔끔한’, ‘무난한’, ‘심플한’의 순으로 중

심 키워드가 나타났다<Fig. 2>. 재킷과 팬츠 조합

의 셋업 1에 대한 워드 클라우드 결과는 ‘균형’,

‘깔끔한’, ‘전통의’ 순으로 중심 키워드가 나타났으

며<Fig. 3> 재킷과 스커트 조합의 셋업 2의 경우

는 ‘전통의’, ‘단정한’, ‘격식의’ 순으로 중심 이미지

가 구성되었다<Fig. 4>. 재킷을 중심으로 팬츠와

스커트 조합에 따라 전체적인 디자인 밸런스와 스

타일 느낌 등 관심과 중요도에 있어 미세한 차이

를 살펴볼 수 있다.

원피스 디자인의 경우 ‘우아한’, ‘롱’, ‘귀족적인’,

‘고급스러운’, ‘심플한’, ‘전통의’, ‘중후한’, ‘피티드’

순으로 중심 키워드가 나타났다<Fig. 5>. 원피스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클래식 이미지는 길이가 긴

심플한 디자인을 통해 우아하고 귀족적인 고급스

러움을 표현하는데 관심도가 집중됨을 알 수 있다.

<Fig. 5> Word Clouds of Expressive Image
Vocabulary for One piece

‘전통(tradition)’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습

속(習俗)이 전대(前代)로부터 후대(後代)로 전해

지는 것으로 시간적·공간적 구조를 제시하고 있

다. 단순한 습속만이 아니라 한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정신적·문화적인 것을 가리킨다

(‘Tradition’, 2020). 또한 같은 문화유산이라 하더

라도 현재의 생활에서 볼 때 어떤 주관적인 가치

판단을 기초로 하여 파악된 것으로 그 시대 사람

들의 주관적인 가치판단에 의하여 재평가가 전통

의 기본이 된다(‘Tradition’, n.d.). 워드 클라우드

기법을 통해 살펴본 클래식 이미지에 대한 디자인

의 가장 중심적 의미는 ‘전통의’로 나타났다. 과거

로부터 이어져 오면서 그 시대의 가치 판단이나

디자인의 미적 기준에 의해 변형되어 해석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어 디자인에 대해 중요 의미를 부여한다 할 것

이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클래식’에 대한 디자인

발상 과정에서의 언어와 디자인 사이의 의미 관계

척도를 정리한 것은 <Table 5>와 같다. 클래식에

대한 대표 발상 디자인은 Adobe Illustrator 2021로

도식화 작업하였으며 빈도분석과 연관성 분석을

통해 의미 있는 관계가 도출 된 대표 아이템 스타

일인 셋업 1(재킷과 팬츠 조합), 셋업 2(재킷과 스

커트 조합), 원피스에 한하여 정리하였다.

Ⅴ. 결론

본 연구는 ‘클래식’에 대한 연상 어휘와 발상

디자인, 그리고 최종 선택된 디자인에 대한 표현

이미지 어휘 사이의 관련성을 살펴 클래식 디자인

을 평가하는 중요한 의미 척도와 클래식 디자인

발상에 필요한 핵심 키워드를 추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제어 ‘클래식’에 대해 마인드 맵의 형태로 연

상 어휘를 전개하고 이어서 이루어진 디자인 발상

과 최종 선택된 디자인에 대한 발상 의도를 기술

하게 하여 표현 이미지 어휘로 정리하였다. 실험

은 의류학 전공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최종

70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결과분석은 통계분석

(빈도 분석, 연관성 분석, 워드 클라우드 기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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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내용분석이 함께 이루어졌다. 첫째, 디자인 발상을 통해 최종 선정된 디자인

Associative
vocabulary

Representative design

Expression image vocabulary

Association

Central meaningDesign-
Vocabulary

Between
vocabulary

Gentleman
Item
Tidy

Set up 1(Jacket + Pants)

Formal-
Neat-
Passable

Formal-
Neat-
Passable

Basic-
Simple-
Fitted

Masculine-
Stately

Bustier-
Medieval

Balance,
Tidy,

Traditional

Traditional,
Neat,
Formal,
Balance,
Basic,
Tidy,
Passable,
Simple

Handwork
Passable
Tailoring
Chanel
Tweed
jacket
Expensive
Pearl

Set up 2(Jacket + Skirt)

Traditional,
Neat,
Formal

Fancy
Western-
costume
Luxurious
Dark
Elegant
Music
Piano

One piece Traditional
-

Aristocratic

Medieval-
Elegant

Aristocratic
-Long

Aristocratic
-Elegant

Elegant,
Long,

Aristocratic,
Luxurious,
Simple,
Traditional,
Stately,
Fitted

Schematic work on representative designs
Figure drawn by this researcher

<Table 5> Measure of the Semantic Relationship Between Language and Design for Clas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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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아이템, 실루엣, 무늬, 액세서리, 장식 등

형태적 측면에서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아이템 스타일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원피스,

재킷과 팬츠 조합과 재킷과 스커트 조합의 셋업

순으로 디자인 발상이 많이 이루어졌다. 전체적인

실루엣은 사각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무늬는 체크가 많이 나타났다. 액세서리의 경우는

구두와 부츠, 벨트를 통한 스타일링이 많이 나타

났고 세부 장식은 단추, 프릴이나 러플, 포켓 순으

로 많이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클래식 이미지를

주제로 한 디자인 발상에는 원피스와 재킷 중심의

셋업이 중심 디자인으로 사각형 실루엣에 프릴이

나 러플로 우아한 느낌을, 단추나 포켓으로 단정

하고 견고한 느낌을 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상 어휘와 발상 디자인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수작업’, ‘샤넬’, ‘트위드 재킷’, ‘테일

러링’, ‘무난한’의 연상 어휘는 재킷과 스커트 조합

의 ‘셋업 2’ 디자인 발상으로 이어지는 긴밀한 관

계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악’, ‘피아노’

와 같은 연상 어휘는 ‘원피스’ 디자인 발상으로 이

어지는 연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킷과

스커트 조합의 셋업 2에 대한 결과는 클래식 이미

지에 대한 세대별 선호도 분석에서 연령에 상관없

이 가장 클래식 하다고 생각하는 이미지가 샤넬풍

투피스로,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샤넬 스

타일과 여성스럽고 우아한, 고급스러운 느낌의 이

미지를 가장 클래식하다고 선정한 연구(Sang et

al., 2015)와 맥락적으로 유사하다 할 것이다.

발상 디자인과 표현 이미지 어휘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재킷과 팬츠, 재킷과 스커트 조합의

셋업 디자인은 ‘격식의’, ‘단정한’, ‘무난한’의 어휘

와 서로 유기적으로 높은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클래식에 대한 디자인 발상에서 격식을 갖

춘 단정하고 무난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는 셋업 디자인 중심의 발상이 효과적일 것이다.

원피스 디자인에 대해서는 ‘전통의’와 ‘귀족적인’

을, ‘중세의’와 ‘우아한’을, ‘귀족적인’과 ‘롱’을, ‘귀

족적인’과 ‘우아한’을 함께 떠올릴 관계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클래식 이미지에 대한 디자인 발상

에 있어 고전적인 느낌을 강조하고자 할 때는 길

이가 긴 원피스 디자인이 효과적일 것이다. 표현

이미지 어휘 사이의 연관 관계를 살펴본 결과, ‘격

식의’-‘무난한’-‘단정한’ 사이와 ‘기본의’-‘심플한’-

‘피티드’ 사이에는 서로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클래식 이미지에 대한 디자인 발상

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디자인의 내적 의미 사

이의 긴밀한 관련성을 살펴볼 수 있다.

셋째, 발상 디자인에 대한 중심 의미를 살펴보

기 위해 워드 클라우드 기법을 실시하였다. 디자

인 전체에 대한 표현 이미지 어휘의 워드 클라우

드 결과, ‘전통의’, ‘기본의’, ‘꾸준한’, ‘우아한’, ‘격

식의’, ‘깔끔한’, ‘단정한’, ‘심플한’. ‘피티드’, ‘롱’,

‘중후한’의 순으로 중심 키워드가 나타났다. 셋업

디자인 전체에 대해서는 ‘전통의’, ‘단정한’, ‘격식

의’ 순으로 재킷과 팬츠 조합의 셋업 1에 대해서

는 ‘균형’, ‘깔끔한’, ‘전통의’ 순으로, 재킷과 스커

트 조합의 셋업 2에 대해서는 ‘전통의’, ‘단정한’,

‘격식의’ 순으로 중심 의미가 나타났다. 원피스에

대해서는 ‘우아한’, ‘롱’, ‘귀족적인’, ‘고급스러운’

순으로 중심 키워드가 나타났다. 재킷 중심의 셋

업 디자인은 기본적인 전통성을 바탕으로 재킷을

통해 형성되는 정형화된 이미지나 의미가 상대적

으로 부각되었다. 셋업 디자인의 경우는 클래식

감성어휘에 대한 연구에서 고전적 클래식과 베이

직 클래식과 관련된 어휘들과(Sang et al., 2015)

그 의미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원피스의 경우 클

래식 이미지에 대한 연상어휘를 통해 발상차원을

추출한 연구에서(Kim, 2020) ‘우아한’과 ‘고급스러

운’이 별도의 그룹을 형성하는 네트워크 그래프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어휘들이 위의 결과를 통해

클래식을 표현하는 가장 이상적인 아이템 디자인

으로 원피스와 연결 지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은 주제어 ‘클래식’에 대한 디자인 발상의

과정에서 어휘와 디자인 사이의 유기적인 관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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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데이터의 양적 증대를 통

한 추가 결과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대해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추후 관련 연구에는 비

전공자 집단을 포함함으로써 주제 발상에 대한 사

고의 영역을 확장하고 형태적 측면뿐만 아니라 컬

러와 소재 부분의 분석이 좀 더 구체화될 수 있도

록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디자인 발상에 있어 시

각적 대상에 대한 평가 연구가 아닌 발상의 과정

에서 일어나는 언어와 디자인과의 관계에 대해 통

계적 분석을 바탕으로 좀 더 객관화되고 명확한

디자인의 방향과 의미의 척도를 제시하였다는데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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