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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cus on Digital Fashion Image, the conceptual framework for the thesis is established from Virtuality in

Digital Art. Formative characteristics and aesthetic characteristics were studied by classifying the Digital

Fashion Image applied and expressed by digital media and technology. A detective research method was

used for a case study. A literature study for case-by-case data was analyzed with focus on the works expre-

ssing fashion that utilized digital media and technology since the 2000s. Through this study, the Digital

revolution has created the socio-cultural impact of a Virtual representation to implement technology and

fashion culture that finds ways to take advantage of the image shown in a Digital Fashion Media by under-

standing Virtuality.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a re-formation of the fashion culture through the

experience of virtuality with mental zone parameters between the media ‘Mediation Code’. Reflect the reality

of the virtual environment as represented by a cultural image of fashion brands and fashion that reset the

team relationship and formed a Homo Ludens cultural code. Second, ‘Interactive Exchange’ acts on the ex-

change interaction between the method of digital technology, the human and the machine as well as the

technical interoperability of network elements and techniques. This exchange is applied to fashion images

that express emotion. Forming personalized fashion items and the user interactively storage that expresses

the interactive exchange to forward the identity of the emotional fashion by a change in the message delivery

system fashion. Third, the emphasis on intuitive artistic expression ‘Synesthesia Immersion’ induces a sense

of immersion and excitement through the fusion of the interconnected. Enhance a visual image in fashion

sensory representation and maximize a tactile and visual virtual reality involvement.

Key words: Digital fashion image, Virtuality, Mediation code, Interactive exchange, Synesthesia immer-

sion; 디지털 패션영상, 가상성, 매개코드, 상호작용적 교류, 공감각적 몰입성

I. 서 론

21세기 디지털 환경에서 패션영상은 물질적 패션과

비물질적 영상이 결합한 가상공간이며, 디지털 영상매

체의 시각적 표현은 현실을 확장한 조형적 개방과 새로

운 미의식의 확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디지털 패

션은 인간의 감성과 감각을 표현하는 커뮤니케이션 도

구인 동시에 가상이라는 특성을 보이는 비현실적이며

역동적인 공간이 재탄생되어 독특한 방식으로 미적 체

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시각적 영상매체로 비주얼 표

현에 주력하는 패션산업 분야도 디지털 패션영상이 단

순한 기술적 결합을 넘어 예술적 상상력이 발현되고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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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미학적 가치를 실현하는 가상공간을 형성하도록

전개되고 있다. 다시 말해, 패션브랜드는 브랜드 아이덴

티티를 구축하기 위한 문화마케팅 차원에서 패션쇼와

패션필름, 영상, 공연 등의 복합적인 설치미술과 퍼포먼

스 연출 등으로 가상세계를 연출하여 다양한 미적 체험

을 제안하고 있다.

패션과 디지털이 융합된 영상은 현대패션의 미학적 감

성을 극대화하고 디지털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에게 감성

을 호소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분야이며, 최근 디자이

너의 패션쇼는 퍼포먼스가 포함된 비주얼 영상을 통해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문

화적 코드를 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패션영상

분야에서 미학적 관점의 연구가 미비하였다.

최근 패션영상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Yun(2013),

Jang and Yang(2010)의 디지털 환경에서의 패션광고 분

야 연구가 있으며, Oh(1999), Jang(2012), Heh(2011)의 영

상무대와 퍼포먼스 연구가 있다. 이 선행연구들은 주로

패션영상의 형식미를 중심으로 수행되었으며, 디지털 테

크놀로지의 주요 속성인 가상성에 대해 미디어 미학적

관점과 패션의 관련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

다.

본 연구는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예술적 특성인 가상

성을 디지털 아트의 유형을 통해 고찰하고 이 유형들이

복합적으로 응용된 디지털 패션영상에 나타난 가상성의

특성을 분석하여 과학, 예술, 패션이 융합된 문화콘텐츠

로의 디지털 영상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사례연구(Case study)로써

관련 문헌을 통해 고찰하고 사례를 탐색하는 방법을 적

용하였다. 가상성에 대한 문헌자료는 선행연구와 인터

넷 자료 및 예술, 공학, 디지털 아트와 패션 관련 전문 서

적을 참고하였다. 사례연구에서 디지털 아트 작품은 본

격적인 디지털 연구가 시작된 2000년대 이후 작품을 중

심으로 디지털 아트 홈페이지, 관련 연구소 등의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패션영상은 패션브랜드들이 디지

털 매체를 통한 홍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2005년 이후

의 패션필름, 패션캠페인, 광고설치물, 디지털 아트 전문

사이트 및 패션브랜드 홈페이지 자료 등을 연구대상으

로 하였다. 그리고 패션영상에서는 디지털아트의 기술

적 특징이 독립적으로 표현된 사례는 미미하여 복합적

으로 응용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범

위로는 유형은 영상퍼포먼스 및 디지털방식이 응용된 무

대장치 및 연출, 패션영상매체, 미디어 파사드, 뉴미디어

전시 및 디스플레이로 분류하였으며, 매체구현기술은 비

디오 설치미술, 홀로그램 아트, 레이저 아트, 네트워크

시스템, 3D 4D 프로젝션 매핑의 증강현실이 응용된 기

술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상성(Virtuality)

가상성은 Webster 사전(“virtuality”, 2006)에 의하면

현실과 가상이 공존하는 것으로, ‘잠재적 존재성(Poten-

tial existence)’으로 정의된다. 즉, 존재가능성에 대한 순

수한 정신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Platon

(2004/2011)은 ‘가상’을 ‘무(無)는 아니고 존재하는 어떤

것’으로 파악하며 이데아론에서 이데아 세계로부터 1단

계인 현실, 그 현실을 모방한 2단계 예술작품을 의미하

며 모방을 거울에 비유하면서 거울 속에 들어있는 현실

세계의 모든 것은 가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가상

에 대한 용어는 1786년 괴테가 남성 조각 Torso를 보고

‘현실바깥으로 이동된’ 느낌을 받았다는 소감문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영상학자 Mirzoeff (1999)는 이

공간에 대해 가상적 고대(Virtual antiguity)로 정의하였

다. 후기 고전주의 시대의 회화와 조각을 통해 실현된 가

상은 과거의 상상 안에서 이야기를 말하는 이미지적 공

간이며 이후 가상의 정신적 개념이 가상적 건축의 영역

으로 이동하여 1830년대 개발된 입체경(Stereoscope)에

의해 가상공간과 가상적 경험을 하게 되고 컴퓨터의 발

명으로 가상현실이 대두된다.

가상성에 대해 정신적인 경험과 관련하여 Shim(2008)

은 비물질적 네트워크로, Steven(1997/2002)은 실제적 현

전으로 정의하였으며 Lee(2003)는 가상성을 가짜 혹은

허구라는 일반적 의미를 넘어 상호작용적인 새로운 기

술을 바탕으로 가상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인간의 ‘다르

게 되고자 하는’ 존재방식의 전환에 대한 욕구를 포함하

고 자유로운 상상으로 경험의 확장을 이루고자 하는 표

현으로 정의하였다. 이처럼 경험의 확장으로 발생하는

현전감을 강조하는데 그치지 않고 Park and Park(2008)

은 가상성은 대안적 공간이며 새로운 관점을 통해 자아

현전을 실현하는 자율성을 가지는 가상의 자아를 표현

하고 대변하는 것이며 가상성의 정신적인 측면을 강조

한다. 또한 Kim(2011)은 가상성의 개념을 주체로서의 관

찰자나 조작자 개념을 미디어에 투영시키고 재매개를

통해 현실을 반영하는 비현실적인 것으로 정의한다. 그

는 비현실적인 맥락을 원본처럼 활용하기 때문에 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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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이 가상성을 함축하고 있으며 물질의 푯대로서 드

러나는 속성에 근거하지 않고 숨겨져 있지만 분명 존재

하고 있는 표상으로 규정한다. 또한 가상성에 의한 가

상현실의 문제는 물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아도 현상적인

의식 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진 인공적인

것, 즉, 디지털 시뮬레이션에 의해 구현된다고 하였으며

모방성과 반영성을 통해 현실을 극대화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가상성은 현실을 상상화하는 정신적인 영

역에 속하는 비현실적 경험세계를 의미하고, 가상현실

의 기술요소 간의 매개를 통해 현실을 표상화하며, 인

간의 경험과 의식, 자아를 확장하고 자기반영성이 드러

나는 기표임을 알 수 있다.

2. 가상현실(Virtual reality)

가상현실의 개념에 대해 미디어 문화 관련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이버 문화학자 Hillis

(1996)는 가상현실을 ‘육체를 초월하고자 하는 욕망을

실현시켜주는 기계’, ‘현실세계에 ‘필적’하는 탈육체화

된, 그리고 점진적으로 네트워크되고 있는 시각적 세계

즉, 사이버 스페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술수단’으로 규

정한다. 미디어 학자인 Lévy(1998)는 가상현실에 대하여

잠재성과 현실성을 쌍개념으로 보았으며 디지털 매체로

인해 가상성은 새로운 가능성을 제기하며 현실로부터의

탈출을 의미하고 가상공간은 공간성을 뛰어넘는 하이퍼

텍스트와 탈영토화된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였다.

디지털 아티스트 Roy Ascott(as cited in Chin, 2003, p.

19)은 “가상현실은 우리가 실제로 신체와 정신을 변화

시킬 수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미리 실험해 보는

일종의 리허설 공간이다”라고 하였다. Grau(as cited in

Shim, 2008)는 가상현실의 기원을 동굴벽화에서 찾음으

로써 시각중심의 환영적 공간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디

지털 기술을 이용한 예술의 목표는 ‘가능한 최고의 현전

감, 비록 가상적이긴 하지만 생생한 환경과 실시간 상

호작용함으로써 점차 상승하게 되는 실존하는 듯한 인

상을 주는 것’이라고 한 점에서 환영공간인 가상공간이

현실과 상호작용하면서 리얼리티를 느끼게 해주는 것이

라고 볼 수 있다.

가상현실은 매체기술을 다루는 점에서 20세기 초 움

직이는 이미지를 역동적으로 표현한 미래주의 예술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마르셀 뒤샹(Henri Robert Marcel

Duchamp)의 <계단을 내려오는 누드, 1912>는 움직임의

단계를 시간별로 순차적 중복적 이미지로 그려 속도감

을 표현함으로써 시각을 입체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

다. 이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인식의 차원을 바꾸는 계

기가 되었으며 이후 기계문명 발전에 따라 사진이나 영

화 등의 전통적 매체가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여 실제보

다 더 현실적인 가상적 환경으로 변화되어 왔다. 특히 3차

원의 입체공간과 4차원의 복합감각을 융합한 가상현실

은 사용자에게 새로운 미적 체험과 몰입의 경험치를 극

대화하는 가상성의 기술적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가상현실의 목표인 원격현전(Telepresence)은 환경에

대한 매개된 지각(Mediated perception)이라 할 수 있다

(Steuer, 1992). 공간적으로 떨어진 장소나 가상의 장소

를 신체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가상현실공간 중 통신

을 통한 상호작용으로 신체적으로 가 있지 않은 다른

장소에서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telepresence”,

2014). 가상현실의 주요 요소는 지각(Perception), 몰입

(Immersion), 상호작용(Interaction)으로 지각은 인간의

감각기관을 통해 입력되는 신호를 해석하여 외부세계

에 대한 정보를 얻는 일련의 과정이다. 몰입이라는 경

험적 속성을 갖는 가상현실은 기존의 다른 미디어들과

달리 그림에서 장소로, 관찰에서 경험으로, 사용에서

참여로, 인터페이스에서 거주(Inhabit)로 패러다임 전환

(Paradigm shift)을 초래하고 있다(“digital art”, 2013).

이상과 같이 가상성은 현실 밖에 존재하는 비물질적

이고 순수한 감각의 정신적 경험영역을 의미하며, 가상

공간을 제공하는 가상현실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실

과 상상의 공간을 연결하고 상호작용하는 기계와 인간

의 인터페이스를 의미한다. 그리고 가상성의 미적 경험

을 통해 비현실적인 환경과 매개된 현전감을 갖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패션에서 가상성은 ‘의상과 인체라는 2차원

의 장소성을 지닌 현실에 감성과 착용자의 정신 가치를

실현하는 가상의 공간에 다차원으로 적용되어진 것’으

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는 패션사용자에게 몰입적, 미적

체험을 강화하고 디지털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역할

을 하게 된다.

3. 패션영상(Fashion image)과 가상성(Virtuality)

영상(映像)은 광학적인 상(Optical image)에 해당하는

영어의 ‘Image’를 의미하며 영상의 어의에 대한 역사는

19세기 광학에서 20세기의 기계주의, 현대의 ‘광학적인

상’으로 이어지며 ‘멀티미디어 이미지’에 가까운 비디오

이미지, 홀로그램, CG 등을 의미하는 ‘디지털화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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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표현되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Lee, 2004). 1960년

대부터 등장한 컴퓨터 그래픽이 시초가 된 ‘디지털 영

상’은 ‘불연속적이고 수치에 의해 결정된 완전히 제어

가능한 일정 수의 요소에 의해 구성된 영상’으로, 디지

털화와 네트워킹에 의해 해체와 재통합이 실현되는 영

상공간을 포괄하고 있다. 이는 곧 가상의 공간과 가상현

실이 현전하는 영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디지털 패션영상은 ‘디지털화

된 영상이면서 패션을 주제로 한 이미지’를 의미하며 멀

티미디어로 제작된 가상의 영상공간도 포함하는 패션필

름, 디지털 퍼포먼스, 패션쇼, 패션광고물, 3D, 4D 프로

젝션 미디어 파사드, 레이저 아트/홀로그램 아트를 포괄

하는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디지털 영상의 가상성에 대해 Choi(2008)는 프로이드

의 심리학 관점에서 인류 진화의 과정에서 발생한 무의

식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시각을 통해 대상을

욕망한 인류의 욕구가 디지털 영상을 통해 실현하고 있

으며 비합리적, 비이성적, 파편화된 디지털 영상은 인간

의 무의식적 욕망이 사회 문화적 권력을 강화시키고 있

다고 하였다. 디지털화 영상과 가상공간에 대해 Lee(2004)

는 가상공간이란 ‘실제로 물리적인 공간은 아니면서도

공간으로 지각되는 공간’이며 예술활동이 미디어 테크

놀러지(디지털화 영상)에 의해 현실공간과 가상공간에

서 다양한 양상으로 실현되는 과정에서 가상현실이 중

요함을 언급한다. 프랑스 사회학자 부르디외(Pierre Bou-

rdieu)의 시각에서 영상은 문화생산영역의 하나로 파악

하고 있으며 영상문화의 영역은 미디어 매체와 전자매

체, 공연예술과 스펙터클 아트로 이루어지며 영상의 공

감각적이며 복합적인 매체 간의 융합은 패션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Kim, 2013).

따라서 디지털 패션영상은 디지털화와 네트워킹에 의

해 해체와 재통합이 실현되는 직접적인 영상공간이며

인간의 무의식적 욕망이 표출되는 과정에서 정신영역

인 가상성이 발생하게 되고 이것이 곧 사회 권력 요소를

포함하는 패션문화의 일부임을 알 수 있다.

III. 가상성을 구성하는 디지털 아트의 유형

가상성은 현실과 가상의 잠재적 존재성을 의미하고

그 가상을 시각화시키거나 형상화하는 디지털 기술은

매개의미를 지니며 복합적 특성을 혼합하고 있다. 그러

므로 본 절에서는 가상성을 구성하는 가상현실기술의

유형을 통해 공통 특징을 이해할 필요를 지니며 도출된

특성들이 패션영상에 복합적으로 표현되어 나타나는 패

션문화코드 형성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Mic-

hael(1999/2003)은 뉴미디어 예술의 유형으로 퍼포먼스,

비디오 아트, 비디오 설치미술, 디지털 예술을 들고 있다.

이는 1960년대부터의 유형 분류이며 디지털 패션영상과

관련한 본 연구에서는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디지

털 기술이 응용되고 가상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형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가상성을 이루는 가상현실구현기

술을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의미에서 가상현실기술(Vir-

tual reality systems)로 분류하였으며, 미디어 파사드를 통

해 구현되는 장소 특정 설치 미디어 아트(SIMA: Site-

specific Installation Media Art), 디지털 비디오 설치미술

(Digital video installation), 인터랙티브 퍼포먼스(Interac-

tive performance), 레이저 아트/홀로그램 아트(Laser art/

Hologram art)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가상현실기술(Virtual reality systems)

가상현실은 광학섬유 케이블을 담고 있는 헤드마운

트 디스플레이(HDM), 데이터 장갑, 바디 슈트를 착용한

채 사용자가 자신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모의 세계를 지

각하는 3차원 경험을 지칭하는 용어이다(Michael, 1999/

2003). 가상세계를 구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스템이 필

요하며 신체 입력장치를 통해 데이터를 입력하고 이를

변환하는 결과물로서 나타나는 복합현실은 현전감을 강

화한다. <Fig. 1>의 <읽을 수 있는 도시(Legible city)>는

탑승형 시스템으로 사용자가 직접 자전거를 타고 페달

을 밟아야 가상의 역사적 장소로 도시로 이동할 수 있

으며 현재 위치를 나타냄으로써 가상공간 내의 이동과

관람이 자유로운 체험적 경험이 가능한 기계와 인간의

상호작용성을 보여준다. 이 사례는 사용자의 능동적 움

직임에 의해 원하는 가상환경이 전개되는 것으로 맨허

튼 중심가와 암스테르담 구시가의 거리, 교차로, 광장

등의 그래픽이 대상물인 단어와 절을 형성하는 문자로

구성되며 이는 도시가 텍스트로 재매개되는 것을 의미

한다. 그리고 3차원의 원근감으로 공간의 깊이를 형성

하는 현전감과 사실이 아닌 환영공간으로 재탄생된다.

<Fig. 2>의 모리스 베나윤(Maurice Benayoun)의 <대서

양터널(Tunnel under the atlantic)>은 동굴형 시스템과

신체 입력장치들이 응용된 사례이다. 퐁피두센터와 몬

트리올 미술관의 양쪽에서 동시에 파 내려가는 과정에

서 서양미술의 여러 명작 및 성화들을 발견하게 되며 파

내려가는 방향, 속도조절, 쌍방향 영상대화가 가능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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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성의 가상특징을 보여준다. 그리고 실재공간의 두

사용자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과거와 현재, 미래를 동시에 경험하고 상호간 실시간으

로 대화함으로써 현실과 똑같은 ‘가짜’의 세계를 만드

는 것이 아닌 현실이 과거 미래와 연결되어 있되 시간과

공간이 확장되는 원격현전의 가상성을 보여준다는 점이

특징이다. <Fig. 3>의 <Home of brain>은 3차원의 공간

성을 경험할 수 있는 상황과 관람자가 이미지 공간을 돌

아다니면서 시각을 획득하는 파노라마의 시각경험이 표

현된 사례이다. 가상현실 파노라마로 신체 입력장치를

착용한 사용자가 직접 손으로 작동하여 가상공간을 관

찰하는 시스템으로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360도 비주얼

로 촬영하여 전방위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상호작

용 파노라마 설치물은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연결하며

인간과 기계의 소통을 통한 신체확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또한 가상현실의 주체는 작품에 몰입하기 위해 청

각, 촉각, 시각의 다감각을 사용하여 원격현전을 체험함

으로써 보다 확장된 시각을 획득하는 장점이 있다.

2. 장소 특정 설치 미디어 아트(SIMA: Site-specific

Installation Media Art)

장소 특정 설치 미디어 아트는 ‘두 대 이상의 대형 프

로젝터를 활용해 불규칙하고 거친 대리석 파사드에 제

작한 콘텐츠를 입힘으로써 실제와 가상이 혼재되는 새

로운 양식의 미디어를 재현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같

은 방식의 미디어 파사드는 프로젝션 매핑(Projection

mapping)기술이라고 한다. 장소 특정 설치미술은 탈스

크린의 개념을 차용해 대상화된 디스플레이에 컨텐츠

를 입힘으로써 대상의 해체를 시도하며 예술요소와 패

션과의 융합을 통해 스펙터클한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

다. 탈스크린 개념의 프로젝션 매핑은 2000년대 초 유

럽을 중심으로 시도되기 시작했으며 한국에서는 2008년

D3-Lab이 ‘하이 서울 페스티벌’에서 구 시청사에 진행

한 프로젝션 매핑이 첫 사례로 기록된다(Fig. 4). <Fig.

5>은 대형 프로젝터 앞을 지나는 사람이 타자인 모델의

영상으로 변화되어 마치 자신인 것처럼 여겨지도록 설

계된 것으로 자신이 영상 속의 인물로 투사되어 가상

인물로 재매개된 현상사례이다. 이처럼 1990년대 이후

의 작품에서는 매체를 매개로 한 인간과 인간, 수용자

와 작품 간의 매체를 매개로 한 상호작용이 중요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Fig. 6>은 미디어 파사드에 ‘테트

리스’ 게임을 이용한 사례로 디지털 놀이를 통해 관객

을 자발적으로 참여시키는 디지털 아트의 유희적 가상

성을 표현하고 있다. 파사드에 나타나는 게임의 블록이

아래로 점점 내려오면 관람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위치

를 바꾸거나 회전시켜 적절한 위치에 오도록 키보드 역

할을 하여 게임을 진행하게 되어 상호참여적이며 몰입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디지털 비디오 설치미술(Digital video install-

ation)

디지털 비디오 설치미술은 ‘비디오 장치를 디지털 매

체나 장치, 기기로 변환하여 설치미술로 전개하는 것’을

뜻하며 관람객과 작품, 작가와의 감성적 상호작용을 기

반으로 작품을 완성해가는 매개역할을 한다. 뉴미디어

아트의 선구자 제프리 쇼는 확장된 시네마(1960년대)에

서부터 스크린과 인터페이스 실험(1970년대), 상호작용

적 가상공간(1980년대와 90년대)에 이르기까지 기술과

예술, 미적 체험을 다양한 방식으로 실험해오고 있다. <시

점 I(Viewpoint I)>은 수용의 측면에서 스크린과 사용자

인터페이스, 작품생산의 측면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

어의 요소가 나타나 이미지와 관람자의 직접적이고 물

리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

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Fig. 7). <Fig. 8>에서 현대미술

의 영상시인 빌 비올라(Bill Violla)의 <트리스탄의 승천>

은 디지털 비디오 설치미술 작품으로 성스러운 종교화

를 연상시키는 물과 불의 극적인 이미지를 디지털 영상

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삶과 죽음, 부활에 대한 관념을

형상화하였다. 이 사례처럼 디지털 가상은 정신 관념이

나 비현실의 내재적 가치를 표현하는 도구로 활용되며,

전자 매체의 디지털 속성과 감성 관념이 융합되어 가상

과 현실이 매개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Fig. 9>는 소

리와 영상 모두 결합이 가능하고 물고기가 주체가 되는

상호작용성의 사례이다. 대화형 디지털 설치미술은 시청

각의 배경을 두고 움직이는 생명체(물고기)가 프로그래

밍된 추적기가 움직임을 포착하고 활성화되는 것으로

주체와 객체의 상호작용적 교감을 형성한다.

4. 인터랙티브 퍼포먼스(Interactive performance)

디지털이 응용된 퍼포먼스는 무대디자인 장치, 홀로

그램, 로봇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공연 분

야이며 1990년대 이후 1960년대부터 실험무용, 연극 등

에서 자생적으로 시작된 멀티미디어 퍼포먼스 기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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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공연스펙터클을 위한 현대문화

예술의 한 장르로 진화하고 있다(Michael, 1999/2003).

인터랙티브 퍼포먼스는 모션 트래킹(Motion Tracking)

과 실시간 영상변환기술이 상호작용되는 것을 의미하

며 디지털 퍼포먼스, 미디어 퍼포먼스 등의 용어와 혼

용된다. 공연자의 동작을 센서를 이용해서 트랙킹한 뒤

그에 맞는 사운드, 이미지의 실시간 반응이 조화를 이루

게 하는 것으로 종합예술의 성격을 띠는 인터랙티브 퍼

포먼스는 공연자와 직접적인 상호영향을 주고받으며 퍼

포먼스가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 <Fig. 10>은 장이모우

감독이 연출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으로 무용

수들의 동작을 트랙킹하여 기록하고 재생하는 디지털

과정을 통해 기계와 무용수, 관객과 무용수 간의 상호

작용이 발생하며 공연의 몰입감이 증대된다. 그리고 시

뮬레이션된 가상현실영상과 모션 트랙킹된 무용수들의

퍼포먼스가 장소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세계

관을 피력함으로써 새로운 미적 체험으로 전환된 환상

성을 보여준다. 이처럼 가상성은 역사의 과거와 현재 미

래를 연결하는 매체 간의 하이퍼 매개를 통해 시간과 공

간을 탈경계적으로 확장하는 효과가 있다. <Fig. 11>은

국내 첫 디지털 퍼포먼스 <신타지아(Syntasia)>의 공연

으로 IT 기술과 국악, 사운드와 이미지들의 퍼포먼스를

결합한 방식이다. 장고에 터치스크린의 액션, 사운드를

빛으로 전환하는 프로그램, 영상과 사운드가 결합한 비

주얼 신스, 디지털 우드의 시각과 청각의 공감각 연주 등

복합적인 인터랙티브 퍼포먼스는 연주자의 신체를 터치

함으로써 영상을 무대 밖에서도 관람이 가능하며 극장

밖의 관람객을 무대에 참여시키는 획기적인 공연방식은

현실의 연극 요소를 기술과 매체가 융합되어 관람객과

의 상호작용을 통해 극의 몰입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Fig. 12>에서 Mac Pro는 제스처 기반 실시간 어플리케

이션 프로그램과 모션 트랙킹을 응용한 사례로 메이컵

아티스트 Alex Box가 3D Scan한 모델의 얼굴에 잭슨 폴

록의 액션페인팅 제스처를 하여 메이크업을 완성하는 공

연은 가상현실의 공감각 연출로 실제적인 현장감을 느

끼게 된다. 이처럼 인터랙티브 퍼포먼스는 현실과 가상

이 공존하거나 더 실제인 것처럼 느껴지는 현전감이 강

화되어 보다 몰입적 체험이 가능하다. 또한 공연자와 기

계, 관객과의 상호작용이 쉽게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으

며 시간과 공간, 장르와 장르 간의 경계를 넘어 시각적

특수효과, 극적 음향효과와 결합하여 현실이 시뮬레이

션된 가상성을 내포하고 있다.

5. 레이저 아트/홀로그램 아트(Laser art/Hologram

art)

홀로그래피는 그리스어로 전체를 의미하는 ‘Holo’와

그림이라는 ‘Graphy’의 합성어로 전체를 기록하는 3차

원 입체영상을 촬영하고 재현할 수 있는 사진을 의미하

며 퍼포먼스 아트와 공연, 패션 분야에서 독립적 복합적

으로 활용되고 있다. 레이저 아트와 홀로그램 모두 ‘빛’

을 매개로 한 감성디자인을 창조하며 이를 응용하여 디

지털 영상은 결합되는 매체의 특성에 따라 감각적이고

추상적이며 서술적으로 변화되는 특성을 지닌다. 그리고

빛의 혼합은 중첩에 의한 색상, 형태, 디자인, 방향성, 면

적의 변화를 통한 폭넓은 스펙트럼을 가지므로 현대작

가들이 애용하는 매체로써 촬영하고자 하는 대상, 피사

체에서 반사되는 물체의 빛 파장과 정보를 갖고 있지 않

은 기준의 빛 파장 이 두 개의 빛이 만나면서 발생하는

무늬를 기록한 것이다. <Fig. 13>의 <Visual mind>는 청

각을 시각적 영상놀이로 전환한 사례로 전자피아노를

연주하면 음색에 따라 다른 색상의 홀로그램이 프로그

래밍되어 나타난다. 청각과 시각은 별개의 감각기관으

로 역할이 다름에도 전자피아노의 음색과 터치를 이미

지 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상으로 전환하는 과정

은 공연의 퍼포먼스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연주자의 감

성과 곡에 따라 변화가능하며 유희 성향을 나타낸다.

<Fig. 14>의 <Prisma 1666>은 오디오 비주얼 퍼포먼스로

두 명의 배우가 의성어를 내면 그 소리에 맞춰 실시간

영상이미지가 벽에 투사되는 청각의 시각화이며 소리

가 시각화된 영상으로 변환되는 과정에 대해 알아가는

관객은 지적 유희와 체험의 즐거움을 갖는다. <Fig. 15>

의 Hi Seoul festival 사례는 빛을 건축공간에 대입하여

문화콘텐츠로 탄생된 사례이다. 빛의 장점을 예술로 승

화한 것으로 대형 LED 스크린에 음악과 연동된 각색의

레이저 빛을 투사하여 도시라는 공간을 재해석하게 되

며 랜드마크의 건축상징성도 부여하고 있다. 이처럼 레

이저 아트의 장점은 공간에 구애받지 않으며 디자인 컨

셉과 오브제의 활용에 따라 시각과 청각, 촉각의 영역까

지 다차원 영상을 표현한다는 점이며 레이저 아트의 가

상성은 시각과 청각기술이 공감각적 그래픽이나 영상

으로 변환 및 치환되어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상과 같이 가상성은 기술요소를 응용하여 실존하

는 대상을 가상환경에서 타자로 재매개하거나 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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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조하여 시지각의 인식영역을 확장함으로써 감각경

험을 유도하는 정신 가치를 실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상공간은 신체를 투영 ·확장 ·공유함으로써

현실과 공간, 가상과 경계를 초월하여 조형물과 상호 연

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상현실기술은 관람

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몰입적 상호작용이 가능하여

새로운 예술영역의 창작이 가능하며,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도 무한한 상상력의 표현이 가능함을 알 수 있

다.

이상과 같이 가상성을 이루는 디지털 아트의 유형을

고찰한 결과 각 기술별 대표 특성이 도출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나타난 가상성의 특성은 매개코드형성, 상호작

용적 교류, 공감각적 몰입성이며 <Table 1>에서 정리하

였다.

IV. 디지털 패션영상(Digital fashion

image)에 나타난 가상성의 특성

본 절에서는 가상성에 대한 고찰에서 도출된 공통특

성인 매개코드형성, 상호작용적 교류, 공감각적 몰입성

이 디지털 패션영상에서 어떻게 응용되는지 살펴보고,

예술성이 표현된 패션과 디지털 테크놀로지와의 변형

된 관련성을 파악하여 문화소통의 매개체로서 패션영

상의 실질적 활용과 가치를 파악하고자 한다(Table 2).

1. 매개코드(Mediation code)형성

전자적 예술은 비전자적 예술을 확장한 것이거나 재

매개한 것이라고 한 Bolter and Grusin(1999/2006, p. 76)

은 “한 미디어를 다른 미디어에서 표상(Representation)하

는 것”으로 재매개를 정의하며, 미디어가 투명성을 지

니면서 몰입감이 상승하게 되는 비매개와 미디어의 존

재를 드러내는 하이퍼 매개로 분류하여 미디어와 예술

의 융합관계를 설명한다. 즉, 사진 등의 비전자적 예술

이 디지털화되면서 전자적으로 확장되어 인간의 상상

력이 발현되도록 매체와의 관계가 변화함으로써 가상

공동체나 네트워크된 자아 등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러한 매개현상은 사용자의 환경과 의지에 따라 그들만

Table 1. Virtuality characteristics in digital art

Digital

technology
Virtual technology type

Immanent

characteristics

Virtuality

characteristics

Virtual

reality

systems

- Reproduce the

reality of the

virtual space and

time

- Mutual penetration

of space time and

place of gender

future remediation

- Virtuality of the

fold · Mediation code

· Interactive

exchange

· Synesthesia

immersion

Site-specific

installation

media art

- Reproduce the

reality of the

virtual space and

time

- Mutual penetration

of space time

Place of gender

future remediation

- Virtuality of the

fold

Fig. 1. The Legible

City.

From Jeffrey Shaw, 

<<The Legible City>>, 

1988-1991. (2000).

http://www.

medienkunsnetz.de

Fig. 2. Tunnel.

From File:LE TUNNEL

SOUS L'ATLANTIQUE.

[File:TUNNEL UNDER

THE ATLANTIC]. 

(2009). http://

en.wikipedia.org

Fig. 3. Home of the 

Brain.

From Fleischmann, Mo-

nika; Strauss, Wolfgang, 

<<Home of the Brain>>, 

1992. (1992). http://www.

medienkunstnetz.de

Fig. 4. Sima

Design.

From Han. (2011). 

http://magazine.

jungle.co.kr

Fig. 5. Lummo

blocks.

From LUMMO 

TETRIS (2006).

http://www.lummo.eu

Fig. 6. Project

media facade.

From Christian.

(2003/2007).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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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화코드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능동적 자아로 재탄

생하게 되며 객체와의 관계가 재설정되는 특성을 지닌

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제시된 가상현실기술과 SIMA 사

례처럼 사용자가 자아를 확장하는 도구로서 디지털 테

크놀로지가 활용되고 그 과정에서 재매개된 타자의 입

장을 취하게 되는데 이 특성이 가상성의 정신영역인 미

적 경험이 확장되어 디지털 영상의 비물질 측면이 강조

되는 것을 의미한다. <Fig. 16>은 디지털 아티스트 Ra-

fael Lozendal과 Scott Snibbe, Flight phase art studio와

콜라보레이션한 Calvin Klein 미디어 파사드 사례이다.

건축물의 조형 가치에 미디어 광고의 사회 문화 매개체

로 작용함으로써 실제공간을 유기적 공간인 캔버스로 활

용하여 입체적인 패션쇼를 구현하며 브랜드 인지도를 강

화하여 문화브랜드 이미지 감성을 표현하고 있다. <Fig.

Table 1. Continued

Digital

technology
Virtual technology type

Immanent

characteristics

Virtuality

characteristics

Digital

video

installation

- Parameters of the

filter media

targeted content

- Audience-centered

play culture

- Mutual

participatory

· Mediation code

· Interactive

exchange

· Synesthesia

immersion

Interactive

performance

- Enhancing

immersive

experience

- Non-material

remediated

- Binding properties

of synesthesia

Laser art/

Hologram

art

- Visual perception

of space

conversion

- Synesthesia

involvement

- The interaction of

mechanical action

- Intuitive

sensibility of

synesthesia

Fig. 7. Point of

view I.

From Points of View, 

Jeffrey Shaw, 

Amsterdam, 1983. 

(2010). https://

www.youtube.com

Fig. 8. Tristan.

From 빌 비올라,

트리스탄의 승천, 2005 

[Bill Viola, Ascension 

of Tristan, 2005].

(2014). http://artmu.

mmca.go.kr

Fig. 9. Last fish

on earth.

From Last Fish on

Earth, Digital Art

Installation.

(2008). http://www.

youtube.com

Fig. 10. Beijing

Olympic.

From 2008

Olympics Opening

Ceremony. (2008).

http://www.

boston.com

Fig. 11. IT Korean 

band.

From IT 국악 밴드 카

타 인터렉션 [IT Korean

musical band KATA 

Int.] (2012). http://

www.youtube.com

Fig. 12. Mac pro.

From Splashbox

Kinect Make up kit

for Alex Box MAC

Masterclass. (2011).

http://www.

fashiondigitalstudio.com

Fig. 13. Visual

mind.

From PRISMA 1666.

(2010).

http://vimeo.com

Fig. 14. Prisma

1666.

From PRISMA 1666.

(2010).

http://vimeo.com

Fig. 15. Hi Seoul

festival.

From Memories of

Seoul 2013. (2013).

http://hiseoulfes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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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에서 빈폴 진의 AR 카드를 웹캠에 대면 연예인 그

룹인 2NE1의 증강현실이 등장하여 상품특징과 코디네

이션을 설명하며 홍보하는 입체적인 가상광고 사례이다.

이처럼 사진과 영화, 가상현실매체 간의 진화된 재매개

방식은 패션사용자와 매체의 사회적 관계를 새롭게 설

정하고 패션소비 쇼핑환경에 대한 새로운 문화코드를

제시하고 있다. <Fig. 18>은 펜디(FENDI)의 캠페인 영

상으로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여행과 놀이를 하는 유희

적이고 동적인 요소가 표현된 사례이다. 전통매체인 만

화나 사진이 디지털 영화 영상으로 재매개됨으로써 소

비자가 경험하는 가상환경이 확장되고 패션브랜드 아이

덴티티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Fig. 19>는 프

라다의 패션캠페인에서 제임스 리마의 <Real Fantasies>

영상으로 스톱 애니메이션과 디지털 패션이미지를 중첩

하여 1970년대 사이키델릭 이미지를 표현한 사례이다.

이는 호모 루덴스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으로 디지털 놀

이의 문화화를 상징하고 그들만의 문화생태계를 형성하

는 의미를 지닌다.

이처럼 디지털 패션영상의 가상성은 그 시대의 패션

을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현재의 트렌드와 공존하고 이

해하는 대안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하이퍼 매개역할과

허구의 가상공간 속 모델에게 자아를 투영하여 패션을

차별된 방식으로 소비하는 감각적인 문화코드를 재생

산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상호작용적 교류(Interactive exchange)

상호작용성은 가상성을 이루는 기술들이 융합하는 과

정 중 인터페이스 간의 결합과정에서 발생하는 기계와

인간 간의 대화방식을 의미한다. 그리고 현실과 가상 두

세계를 연결하는데 필요한 인터페이스의 역할과 의미

를 결정짓는 특성으로 1980년대 초반 뉴미디어를 설명

할 수 있는 개념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Park, 2010).

발전단계상 1단계는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방식에

변화를 가져온 것이며 2단계는 1980년대 인터페이스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사용자와 대화하는 방식으로 변화

해왔다(Park & Park, 2008). 콘텐츠를 구성하는 인터페

이스는 두 가지 시스템 또는 장치(Equipment)가 결합해

있는 경계(Boundary)를 뜻하는 것(“interface”, 2011)으로

물질과 비물질 사이의 경계를 장치를 통해 관점의 변화

를 유도하며 이 과정에서 상호작용적 대화방식으로 패

러다임의 전환이 발생된다. 이에 대해 무대예술가이자

영화감독인 Michael(1999/2003)은 상호작용을 시각에서

촉각적인 것으로 확장시키는 시각경험의 새로운 형식

이며 사용자를 능동적인 참가자로 전환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상호작용은 디지털 패러다임으로의 전환과정에

서 탄생한 인터페이스의 가상환경이 기계와 인간의 새

로운 대화방식을 변화시키고 예술작품에 대해 사용자가

이전보다 참여지향적이고 능동적인 방향으로 진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가상환경을 경험하기 위해 1세대 가상현실기술들(투

구형 디스플레이, 알베르티의 창문, 컴퓨터 그래픽)이 사

용되었다면 패션영상 분야에서는 단순화, 고급화된 기

술로 변화하여 3차원 환각(Illusion)을 상호작용적 가상

성으로 표현한다.

패션영상의 상호작용은 증강현실의 인터페이스와 인

터랙티브 퍼포먼스의 모션 트래킹 기술, 홀로그램, 디지

털비디오 설치미술이 복합적으로 응용된 것으로 혁신

적인 리얼리티가 반영된 실제성과 현장성, 그리고 몰입

을 강화하는 감각적인 체험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표현

된다. 다시 말해, 사용자의 분위기, 감각 등의 감성적 인

지 요소를 의복이나 영상에 직접 응용하여 표현되는 방

식과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며, 이들은

미디어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참여지향성을 갖게 된다.

그리고 패션영상 이미지들이 복제되면서 3차원적 환영

공간에서 관람객과 작품 간의 상호작용을 추구하고 탈

경계의 현전감을 부여받게 된다. <Fig. 20>은 Nike의 전

시된 오브제는 행인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제스처 기반

의 인터랙션 디스플레이 사례이다. 쇼윈도 패션상품이

행인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반응하며 서로 주고받는 상

호작용 교류는 패션메시지 전달방식의 변화를 의미하

는 것으로 패션상품에 대한 일방적 사용자가 쌍방향적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

는 키네틱, 가상공간, 스토리텔링의 감성이 혼합된 개인

화된 상호작용성을 표현한다. <Fig. 21>은 Philips가 개

발한 인텔리전스 샵 디스플레이로 새로운 쇼핑경험을

제공하고 관점을 변화시키는 상호작용 사례이다. 사용

자가 디스플레이된 상품을 터치하면 상품의 소재, 스타

일, 가격 등의 상품정보와 코디네이션 정보가 쇼윈도에

나타나며 제스처를 하면 꽃이나 게임이 가능하도록 구

현된다. 매장 안에도 응용된 인터랙티브 기술은 사용자

와의 상품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며 브랜드 아이덴티티

와 스타일, 실용적 기능을 겸비한 신개념의 쇼핑체험을

보여준다. <Fig. 22>는 사용자와 기술 간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PUMA 하라주쿠 매장에 설치된 가

상착의 시스템으로 착용자의 모습을 촬영 후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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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racteristics of virtuality in digital fashion image

Virtuality Case of virtuality in digital fashion image
Characteristics

of immanent

Mediation

code

- Cultural image of

fashion brands

represented

- Reset of fashion

and media relations

- Homo Ludens

culture code form

Fig. 16. Calvin Klein.

From Baek. (2012).

http://www.nocutnews.co.kr

Fig. 17. Bean Pole.

From 2NE1 Bean Pole Clothing. (2010).

http://www.youtube.com

Media facade/SIMA Virtual reality

Fig. 18. Holyday campaign.

From 패션 몬스터 [Fashion Monster]. (2013). 

http://www.wkorea.com

Fig. 19. Prada.

From Prada - Real Fantasies S/S 2011. (2011).

https://vimeo.com

Fashion film/Performance Virtual reality

Interactive

exchange

- Providing an

interactive

shopping

experience ever

- Changes in the

fashion message

passing scheme

- Brand identity

delivery

Fig. 20. Nike.

From NIKE INTERACTIVE WINDOW 

DISPLAYS. (2013). http://www.youtube.com

Fig. 21. Interactive shop.

From Interactive Shop window. (2010).

http://www.youtube.com

Virtual reality/Motion tracking Interactive virtual reality

Fig. 22. Puma.

From PUMA STORE Harajuku INTERACTIVE 

MIRROR®. (2011). http://www.youtube.com

Fig. 23. Louis Quartoze.

From Louis Quartoze Experience. (2008).

http://www.dstrict.com

Interactive virtual reality
Interactive virtual reality/Hologram/

Digital video insta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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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모습에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여 활용해보는 가

상착의기술이 적용되었다. 이는 사용자의 주관이 개입

되어 쇼핑에 대한 미적 체험의 폭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 <Fig. 23>은 Louis Quartoze 청담점에 구현된 홀로

그램 콘텐츠는 하드웨어와 홀로그램의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를 응용한 디지털 비디오 설치작품 사례이다. 패션

브랜드의 고객이 활용하기 쉽도록 단순하고 고정된 디

스플레이와 디바이스로 구성되어 상품정보를 간단한

동작만으로 콘텐츠를 조작할 수 있도록 구현되었다. 홀

로그램의 모델은 투명스크린에 공중 부양된 느낌이며

Z축을 중심으로 360도 회전하여 입체적인 영상이 전개

되고 와이어와 빛을 이용한 감각적 영상의 4차원적 움

직임을 표현한다.

이처럼 디지털 패션영상에서 상호작용적 교류는 가상

현실기술과 인터랙티브 퍼포먼스, 레이저 아트/홀로그램

아트 등의 복합적인 기술로 구현되며 가상환경을 접하

는 패션사용자가 새로운 패션문화를 형성하는 내재적

가치를 지님을 알 수 있다. 패션메시지를 전달하는 방

식의 변화를 통해 패션사용자는 글로벌 트렌드와 상품

정보를 감상 ·구매할 수 있으며, 패션기획자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명확하고 쉽게 전달하고 소비자 반응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상호작용성을 지님을 알 수

있다.

3. 공감각적 몰입성(Synesthetic immersion)

공감각은 시각과 청각, 시각과 후각 등 두 가지 이상

의 감각이 서로의 감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복합된

감각과 지각의 경계를 넘나드는 현상을 의미하며 디지

털 패션영상처럼 시각예술이 청각, 후각, 촉각과 복합

적으로 응용된 3D와 4D 증강현실에서 주로 사용되는

장르와의 혼합은 초현실주의적 가상공간을 표현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 McLuhan(1964/2003)은 매체가 감

각의 확장이라고 하였으며 Edmund(2006/2010)는 언어

와 텍스트의 시각성에 대하여 신체 감각의 차이로 주장

하였다. 즉, 공감각이 다감각 개념을 뜻하며 미디어 아트

Table 2. Continued

Virtuality Case of virtuality in digital fashion image
Characteristics

of immanent

Synesthetic

immersion

- Intuitive

representation of 

the artistic

sensibility

- Hybridization of

real and virtual

- Telepresence sense

of immersion

strengthen

Fig. 24. HERMES - Sound of Silver.

From HERMES - Sound of Silver. (2014).

http://www.youtube.com

Fig. 25. Burberry.

From Burberry's Beijing Digital Fashion Show.

(2011). http://www.youtube.com

 Virtual reality/Light art
Interactive performance/

Virtual reality/Hologram art

Fig. 26. Louis Vuitton.

From James Turrell Brings New Glow to

Las Vegas. (2013). http://www.wmagazine.com

Fig. 27. Projection on Bond Street.

From The Official Ralph Lauren 4D Experience

- London. (2010). https://www.youtube.com

Interactive performance/

SIMA/Light art

Virtual reality/Hologram/

Media fac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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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호연결된 감각의 융합으로 감성영역이 확장되고

흥미를 증진시키며 표현의 주체를 관객으로 전환시켜

몰입을 이끌어내는 효과가 있다. <Fig. 24>는 에르메스

쥬얼리 전시의 공감각적용 패션필름 사례이다. ‘실버 주

얼리가 소리를 낸다면?’이라는 상상에서 시작된 전시로

실버 주얼리가 전시된 천정에서 각각의 주얼리에 조명

을 비추면 그에 어울리는 Yoggyone의 음악이 나오고 모

델이 빛의 촉각적 느낌과 함께 주얼리를 착용하게 되는

컨셉이다. 이는 시각과 청각, 그리고 촉각적 요소의 활용

을 통해 패션 주얼리의 예술감성을 표현하는 감각적 인

식에 해당된다. <Fig. 25>에서 Burberry는 베이징의 플

래그쉽 스토어 오픈 패션쇼에서 퍼포먼스와 미디어 아

트의 결합을 통해 시청각적 복합성과 가상성을 동시에

표현하였다. 뒷면을 제외한 3면과 천정벽이 무대가 되어

무한대로 복제, 정렬된 모델들의 시간차 율동과 르네

마그리트(René Magritte) 작품을 반복 연출 차용한 영상,

천정과 정면무대에서 빗방울이 퍼져나가는 모습 등 현

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장면 연출을 한다. 실제모델과 홀

로그램으로 나타나는 가상모델들이 동시에 반대편에서

서로 마주보며 캣워크를 걸어 나오다가 교차지점에서

모델들의 영상이 파편화되어 사라지거나 서로 겹쳐 지

나가는 가상현실은 실재와 가상의 혼재양상을 표현한다.

<Fig. 26>은 루이뷔통과 제임스 터렐(“James Turrell”,

2013)의 콜라보레이션 설치작품이며 <Akhob>은 두 개

의 챔버와 원형 개방각, 그리고 매 24분 주기로 빛의 변

화를 주는 조각으로 구성된다. Vuitton's Champs-Elysées

flagship store에 영구 설치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3차원

빛의 공간에서 경험하게 되는 색의 촉각적 감성은 피부

혹은 시각을 통해 느낄 수 있는 다른 미디어에 비해 더

강한 현전감과 몰입감을 주는 효과가 있다. 이와 같이 라

이트 아트와 패션과의 조합은 실감형 미디어로서 패션

영상의 확장가능성을 시사하며 예술적 직관에 의한 가

상성이 시각 뿐 아니라 촉각적 가상으로 확장되어 공감

각적 몰입감을 증대시킴을 알 수 있다. <Fig. 27>은 Ral-

ph Lauren의 4D 프로젝션 매핑영상으로 가상현실기술과

패션, 아트가 융합된 시청후각의 공감각 사례이다. 폴로

경기로 시작되는 영상은 건축의 벽면을 입체적 가상현

실공간으로 확장시켜 관람객이 실제무대 속으로 들어가

는 것과 같은 증강현실을 경험하게 되며, 패션쇼 영상

을 현장에서 직접 감상하는 듯한 음향과 특수효과 등을

구사하여 직관적 예술성을 극대화한다. 또한 Ralph Lau-

ren의 향수를 직접 분사하여 시각과 청각 ·후각의 공감

각적 복합성의 디지털 퍼포먼스를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패션영상에서 공감각적 몰입성은 관람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고차원의 미적 경험을 제공하는 역할

을 한다. 그리고 입체적이고 환상적으로 표현된 패션영

상은 차원이 다른 시각적 효과와 브레히트가 언급한 미

적 소외로서의 낯설게 보기라는 몰입적 체험을 제공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 론

본 연구는 디지털 패션영상에 표현된 가상성의 특성

을 파악함으로써 패션브랜드가 패션소비자의 감성코드

를 읽고 다양한 미적 체험을 제공하여 브랜드 정체성을

표현하는 콘텐츠를 기획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

는 기초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디지털 패션영상에서 예

술적 특성인 가상성에 대해 고찰한 결과 매개코드형성

과 상호작용적 교류, 공감각적 몰입성으로 나타났다.

첫째, ‘매개코드형성’은 미디어 간의 매개를 통해 가상

성의 정신적 영역의 경험을 통한 패션문화의 재형성으

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가상환경의 리얼리티가 패션에

반영됨으로써 패션브랜드의 문화이미지를 표현하고 패

션사용자와 매체의 관계를 재설정하며 호모 루덴스 문

화코드를 형성하게 된다. 둘째, ‘상호작용적 교류’는 인

간과 기계, 기술과의 상호작용성, 인간 상호 간의 교류

에 디지털 기술이 작용된 방식, 기술 간의 네트워크에

의해 감성적 인지 요소를 의복이나 영상에 직접 응용하

여 패션감성이 표현되는 방식 등으로 나타났다. 패션메

시지를 전달방식의 변화에 의해 상품과 패션사용자가

개인화된 쌍방향 스토리를 형성하며 패션브랜드의 아

이덴티티를 감성적으로 표현하는 상호작용 교류를 표현

하고 있다. 셋째, ‘공각적 몰입성’은 두 개 이상의 상호

연결된 감각의 융합을 통해 몰입감과 흥미를 유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감각을 인지하고 느낄 수 있는 패션

영상은 인간의 감성을 직관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예술

성이 강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촉각적 시각성을 지닌

패션영상은 가상과 실제공간의 몰입을 극대화하며, 복

합감각의 패션영상은 감성을 자극함으로써 낯설게 보

기의 몰입적 체험을 공유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가상성은 물질인 패션을 비물질적인 영

상으로 표현하는 도구로써 패션문화를 변화하고 혁신

하는 창의적 매체로 작용하는데 중요한 특성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뉴미디어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패션영상

은 물질과 비물질, 물질과 환경 등의 유기적 관계 속에

서 패션상품의 가치를 높이고 차별된 이미지를 다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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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확장시켜 인간의 내재적 감성과 조형적 표현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또한 패션영상에서 디지털 아트의 기술구현방식이

복합적으로 응용된 점은 패션콘텐츠 제공자와 사용자

간의 감성적 상호작용과 창의적 콘텐츠 개발 측면에서

차별화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패션과 기술을 융합한 디지털 패션의 문화화는 지속

가능한 연구와 관심을 필요로 하며 다음과 같은 시사점

을 갖는다. 첫째, 디지털 패션영상은 현장감과 몰입성

이 중요하므로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장르로 세분화하

여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지닌다. 패션마켓에서 타깃의

라이프스타일과 문화코드 분석을 통해 패션영상을 다

양한 장르의 몰입형 콘텐츠로 가공하여 미적 체험을 공

유함으로써 글로벌 마켓에서 한국 패션에 대한 인지도

와 구매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패션문화콘텐츠 산업의

활성화에 더욱 주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디지털 패션

영상은 고급화된 감성을 생산 ·소비하는 프로슈머(Pro-

sumer) 문화코드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21세기 메

가트렌드인 ICT와 패션의 융합현상으로 패션소비자는

보다 능동적으로 패션정보를 활용하여 파노플리(Pano-

plie effect) 효과를 생산할 것이며 이로 인한 다양한 문

화콘텐츠를 재생산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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