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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researches the application methods of Wearable Technology (WT) realizing the convergence

of Design and Electronics that could broaden the fashion expression boundaries to correspond to current

convergence trends. For this,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Fashion design and the Department of Electro-

nics conducted an oriented convergence-design-workshop. The initial step of the workshop, included a lec-

ture on WT including existing cases and brainstorming. As a result, two types of concepts; ‘Light’ using

the lighting technology and ‘Complex’ using transforming and lighting technologies together were genera-

ted. Designers created garments that did not externally expose digital devices and engineers then configured

basic systems with the minimum size of the devices applying. At the development stage, designers construc-

ted internal structures of garments which do not influence the comfort situation and activities of those wear-

ing the garments. Engineers then adjusted and finished the fashion prototypes' whole WT systems drawing

on designers' guidelines. As the result of this study's workshop, the fashion prototypes were extracted by

collaboration according to WT concepts; therefore, there could be the promising potential to broaden  fash-

ion expression boundaries through the application of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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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서로 다른 이종의 것들이 모여 구별 없이 하나가 되

는” 융합의 개념(Na & Park, 2012, p. 132)은 현대 산업

에 있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중후반부터 가시화된 IT를 중심으로 한 이종의 기술 혹

은 산업의 융합경향은 패션에도 영향을 미쳐 스포츠 패

션기업과 IT 기업의 협업 혹은 패션기업 내의 자체적인

패션과 기술의 융합제품 개발 및 출시로 가시화되고 있

다. 이러한 패션과 IT의 융합은 착용 가능한 기술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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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웨어러블 테크놀로지(Wearable Technology; WT)로

정의될 수 있다. 1980년대 제시된 웨어러블 컴퓨터(We-

arable Computer) 개념이 발전하여, 2000년대 구체화된

IOT(Internet of Things) 기술이 적용된 안경이나 손목시

계 형태의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 등, 인

체와 가장 밀접하게 위치하여 제공되는 디지털 기능에

의한 인간 능력의 확장을 위한 시도는 시대에 따른 IT

의 진보와 흐름을 같이 해 왔다. 이와 함께 WT를 통한

패션 표현영역의 확장 또한 지속적으로 시도되어 왔다.

후세인 샬라얀(Hussein Chalayan)과 잉 가오(Ying Gao) 등

은 WT를 활용한 패션컬렉션 혹은 프로토타입을 통해,

표현영역의 확장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패션의 흐름이 시

대적 배경과 동떨어진 것이 아닌 ‘사회적 상황을 설명하

는 언어’이자 ‘시대상황의 민감한 거울’로서 기능(Kim,

2004)해 왔음을 고려한다면, WT는 현대의 융합경향을 반

영하면서, 새로움을 창출하는 표현의 방안으로서 연구의

가치가 있다.

앞서 언급된 디자이너들이 사례와 같이, 국외에서는 WT

와 패션의 융합을 통해 빛을 강렬한 시각적 표현의 수단

으로 활용하거나, 동적인 의복 형상변화 움직임을 표현

하여 기존과 다른 표현영역의 확장이 시도되고, 실체적

성과를 제시해 왔다(San Martin, 2010; Violette, 2011).

반면 국내의 경우, WT와 패션의 심미적 융합방안에 관

한 연구 및 실체적 성과가 아직 드문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패션디자이너와 공학엔지니

어의 융합작업을 통해 WT를 활용한 패션디자인의 심

미적 표현의 영역 확장방안 및 융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한 실체적 융합 패션프로

토타입 디자인 개발에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심미적 표

현을 위한 WT는 융합작업에 관한 경험이 부족한 학생

들의 실습의 난이도 및 의복에 적용되었을 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작동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5V 정도의 저전압을 사용하는 LED 등의

광원과 모터 등의 동력 기술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한편

실습의 난이도와 안정성을 위해 기술의 범주가 한정됨

에 따라, WT를 적용할 패션아이템의 경우, 아이템의 범

주나 형태, 장르를 한정하지 않고 보다 자유롭고 다양한

발상과 디자인, 패션과 기술의 융합방안을 모색하도록

워크숍을 설계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의상디자인학과 학생 3인(이하

디자이너)과 전자공학과 학생(이하 엔지니어) 3인을 대

상으로 10주간 진행된 융합디자인 개발 워크숍의 형태

로 수행되었으며,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워크숍

참여인원을 대상으로 WT와 이를 적용한 패션 표현사례

가 소개되었고, 해당 표현을 위한 시스템 디자인과 설

계에 관한 튜토리얼이 진행되었다. 두 번째, 디자이너의

개인별 흥미분야 및 엔지니어와 WT에 관한 발상 이후

연구자와 토론을 통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였고, 각 디

자이너의 아이디어에 따른 두 가지 콘셉트가 설정되었

다. 세 번째, ‘Light(발광형)’과 ‘Complex(발광과 형태변

화 복합형)’, 두 가지 콘셉트별 디자이너와 엔지니어 집

단이 구성되어 패션과 WT의 융합을 위한 복합적인 디

자인과 설계과정이 수행되었고, 디자인 표현 아이디어

와 현실적인 기술적용방안 간의 갭을 최소화하기 위한

심화토론이 이루어졌다. 네 번째, 디자이너와 엔지니어

간의 심화발상과 협업을 통해 빛과 형태변화의 심미적

표현과 기술적 구체화 방안이 도출되어 이를 반영한 WT

패션프로토타입이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심미적 패션표

현을 위한 WT의 활용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융합을 위한

작업과정에서 각각의 전공분야에 따른 역할의 차이에

의한 단계별 작업진행의 문제점 및 이것의 효과적인 해

결을 위한 새로운 연구의 방향성이 발견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패션프레젠테이션의 심미적 표현의 확장

을 위한 WT의 활용 및 디자인과 타 분야 간의 융합작업

을 다루는 유사연구를 위한 선행자료 제시에 있다.

II. 이론적 고찰

1. 광원 기술과의 융합에 따른 패션디자인의 조형

적 특성

빛은 인간의 감각 중 80%를 점유하는 시각에 의해 감

지되며(Yun, 2003), 고대로부터 인간의 물리적인 삶과

감정변화에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빛은 반

사, 흡수, 투과, 굴절, 분산, 산란, 간섭, 회절의 물리적

성질을 통해 인간의 시각기관에 각기 다른 지각효과를

발생한다(Lee, 2015). 빛은 물체에 닿을 경우 흡수 혹은

반사되어 시각기관에 감지됨으로써 개체의 형태와 크

기, 색, 질감, 공간감, 상대적 밝기 등을 전달하며, 이로

인해 인간은 사물에 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수집하고

이에 따른 감정의 변화, 심상을 형성한다(Lee, 2015). 이

에 따라 인류 문화의 발생 이래 현재까지 빛은 원근감

과 부피감과 질감을 전달하기 위한 명암 등으로 예술작

품에 표현되어 왔으며(Yun, 2003), 20세기 초부터 기술

의 발달에 따라 빛 자체를 조형적 표현을 위한 매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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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키네틱 아트와

라이트 아트, 레이저 아트, 홀로그라피 아트 등의 빛을

표현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는 표현장르가 예술과 디

자인 분야에 나타났다(Lee, 2015).

패션디자인에서 또한 WT를 통한 빛의 표현은 투과,

반사, 분산, 산란 등의 물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소재의

물성에 의한 중화 혹은 투과(이하 중화/투과)’, ‘특정 이

미지의 투영(이하 이미지)’, ‘난반사 혹은 그림자 효과를

통한 공간감 조성(이하 공간감)’, ‘빛의 직진성을 활용

한 투사 혹은 노출(이하 투사/노출)’ 등의 기법으로 유형

화될 수 있다. 첫 번째 ‘중화/투과’는 광원 장치를 직접 드

러내지 않고 소재 내부에서 빛을 투과시켜 강도와 색감

을 중화하는 기법이며, 두 번째 ‘이미지’는 LED 등의 광

원 장치를 특정 형태를 이루도록 배치하거나 군집화 하

여 스크린처럼 활용함으로써 색의 조합에 따라 이미지

의 형상을 구성하는 기법이고, 세 번째 ‘공간감’은 빛의

회절과 분산효과를 이용하여 난반사와 음영효과를 유

발하여 공간감을 강조하는 기법이며, 마지막 ‘투사/노출’

은 LED나 레이저 등의 광원 장치의 강한 직진성을 가

지는 빛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어 강한 시각적 자극을 강

조하는 표현기법이다(Lee et al., 2016).

<Fig. 1>−<Fig. 2>는 살라얀의 2007년 F/W와 2008년

S/S 컬렉션에서 제시된 WT 의류사례로, <Fig. 1>의 경

우 드레스에 내장된 15,000여개의 LED를 스크린으로

활용하여 도시 풍경 등의 이미지를 의복 표면에 투사하

여 특정한 이미지를 구성하며, <Fig. 2>는 스왈로브스키

(Swarovski) 크리스털과 함께 레이저 광원이 의복 표면

에 장치된 드레스로 직진성과 가시성이 강한 레이저의

빛을 강한 시각적 표현수단으로 활용한 사례이다(Jeon,

2008).

<Fig. 3>은 필립스(Philips)가 제시한 착용자의 생체신

호를 인식하여 흥분도가 일정이상 상승할 경우 패브릭

과 유연하게 결합된 LED가 점등되어 감정상태를 빛으

로 표현하는 WT 의류로, LED 조명의 난반사와 투과효

과를 통한 공간감 표현으로 디자인의 조형성을 강조한

사례이다(San Martin, 2010).

<Fig. 4>는 큐트 서킷(Cute Circuit)의 Galaxy Dress로,

드레스 내부 전신에 장치된 24,000여개의 LED를 통해

우주의 이미지를 표현한 사례이며, 마지막으로 <Fig. 5>

는 매기 오스(Maggie Orth)와 애밀리 쿠퍼(Emily Coop-

er), 더렉 록우드(Derek Lockwood)가 개발한 드레스와

펜던트 세트로, 의상과 주얼리 디자인에 사용되는 보석

Fig. 1. Hussein

Chalayan

- Screen dress.

From Jeon.

(2008). p. 28.

Fig. 2. Hussein

Chalayan

- Laser dress.

From Jeon.

(2008). p. 38.

Fig. 3. Philips - SKIN: Bubelle.

From San Martin. (2010). p. 214.

Fig. 4. Cute Circuit - Galaxy dress.

From San Martin. (2010). p.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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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반사광을 LED로 대체하여 보석의 개념을 재해석한

사례이다(San Martin, 2010).

2. 동력 기술과의 융합에 따른 패션디자인의 조형

적 특성

점과 선, 면으로 구성되는 형태는 색과 함께 가장 기

본적이며 중요한 조형요소라 할 수 있다. 형태는 시각

적 지각의 대상이 되는 물체의 평면적 윤곽이나 크기,

입체적 부피를 의미하며(Lauer & Pentak, 2000/2002), 형

태변화는 상기의 윤곽 및 부피, 크기, 상태, 모습, 배열

등의 부분적 요소가 변화하여 총체적 조형요소가 다른

형태로 지각되는 것을 말한다(Han, 1991). 디자인에 있

어 형태변화는 각 조형요소 간의 특성과 동작, 힘의 상

관관계에 의해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 단,

복수의 형태 사이의 관계나 변화하는 모양, 상태의 해석

이며, 이를 통해 특정 모양 혹은 구조가 전개되어 새로

운 형태로서 정착, 즉 표현됨으로써 새로운 조형미를 창

출함을 의미한다(Koler, 2006).

Wang(2012)은『형태변이를 적용한 패션의 디자인적

Fig. 5. Maggie Orth, Emily Cooper, &

Derek Lockwood - Firefly dress & necklace.

From San Martin. (2010). pp. 176−177.

Table 1. The categories of Koler's 3D transforming theory referred in Wang's study

Divide Adapt

Merge Distort

From Wang. (2012). pp. 26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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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에 대한 연구』에서, 케릴 아크너 콜러(Cheryl Akner

Koler)(Koler, 2006)가 제안한 3차원의 형태변화 원리인

분할(divide), 적응(adapt), 병합(merge), 왜곡(distort)의 네

가지 유형이 주로 나타났음을 지적했다(Table 1). Koler

(2006)의 이론에 의하면 ‘분할’은 하나의 형태를 임의 혹

은 의도적인 흐름이나 축 상에서 절단하여 복수의 부분,

즉 형태가 생성되는 것이고, ‘적응’은 절단이나 크기의

변형을 가하지 않고 특정 형태가 다른 주위의 다른 형태

나 환경에 맞도록 조정되는 것이며, ‘병합’은 입체적인

복수의 형태가 하나의 형태로 절단선, 면 등의 경계구분

이 없이 결합되는 것이고, ‘왜곡’은 형태의 내, 외부구조

와 기본적 요소에 충격을 가하여 형태적인 영향을 유발

하는 것이다(Koler, 2006).

본 연구에서는 패션디자인에 있어 빛과 함께 표현영

역의 확장을 위해 WT를 활용한 형태변화 방안을 모색

함에 따라, 형태변화의 원리가 가변적으로 표현된 사례

를 고찰하였다.

<Fig. 6>은 샬라얀의 1999년 F/W 컬렉션에서 제시된

WT 패션사례로, 비행기를 콘셉트로 몸판을 구성하는

분할된 패턴구조가 이동하거나, 모델의 신체 각도에 따

라 스커트 뒷판이 비행기 날개의 플랩구조와 같이 상하,

좌우로 움직이는 ‘분할’을 통한 실루엣 확장의 표현이

구체화된 사례이다. <Fig. 7> 역시 샬라얀의 2000년 S/S

와 2007년 F/W 컬렉션에서 제시된 사례로, ‘이주(mig-

ration)’를 콘셉트로 탁자 등의 인테리어 소품이 실내에

서는 소품으로서 사용되고 이동 시 인체에 걸쳐져 스커

트나 원피스 등의 패션아이템의 형태로 변화하는 ‘적응’

변화를 퍼포먼스 형식으로 발표한 사례이다. <Fig. 8>은

샬라얀의 2007년 S/S 컬렉션에서 제시된 병합 표현의 사

례로, 앞서 언급된 사례들과 달리 일반적인 원단 소재

가 적용된 원피스형 의상의 각 부분이 내장된 와이어 시

스템에 의해 캐펠린(capeline)형의 모자챙 속으로 말려

올라가 모자와 하나가 되어 의상의 형태가 사라지는 ‘병

합’ 표현이 구현된 사례이다(Violette, 2011). 마지막 <Fig.

9>는 캐나다의 패션디자이너인 잉 가오의 2011년 상호

작용 프로젝트에서 제시된 사례로, 가죽 소재의 미니드

레스 전면의 오간자 소재로 제작된 조형물이 조도센서

를 통해 주위의 밝기에 반응하여 내장된 모터와 와이어

시스템에 의해 생물체와 같이 꿈틀거리며 구조물의 형

태를 ‘왜곡’하는 형태변화 표현의 사례이다(Gao, 2012).

Fig. 6. Hussein Chalayan

- Airplane dress.

From Violette. (2011). p. 103.

Fig. 7. Hussein Chalayan

- After words.

From Violette. (2011). pp. 242−247.

Fig. 9. Ying Gao - Living pod.

From Gao. (2012). http://yinggao.ca

Fig. 8. Hussein Chalayan - One hundred and eleven.

From Violette. (2011). p.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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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WT를 적용한 패션디자인 개발

본 장의 융합 패션디자인 워크숍은 의상디자인학과 소

속의 디자이너 3인과 전자공학과 소속의 엔지니어 3인

을 대상으로 10주간 진행되었다. 워크숍 초기 1~2주차

에서는, 워크숍 참여인원을 대상으로 WT와 이를 적용한

패션 표현사례가 소개되었고, 해당 표현을 위한 시스템

디자인과 설계에 관한 튜토리얼이 진행되었다. 3~4주차

에는 디자이너의 개인별 흥미분야 및 엔지니어와 WT에

관한 발상 이후 연구자와 토론을 통해 아이디어를 구체

화하여 5주와 6주차에 구체적인 프로토타입 디자인 및

WT 개요, 시스템 설계안이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7~

10주차에는 빛과 형태변화의 심미적 표현과 기술적 구

체화 방안을 WT 패션프로토타입이 개발되었다.

상기와 같은 워크숍의 과정적 프로그램은 선행연구

(Lee et al., 2016)의 과정을 토대로 <Table 2>와 같이 설

계되었다. WT에 관한 기본적 지식을 습득한 후 디자이

너의 자유로운 발상과 디자인, 엔지니어와 효율적인 협

력작업을 위해 초반 발상과 토론, 중후반의 콘셉트 정교

화 및 제작과정으로 10주간의 프로그램이 설정되었다.

1. 패션콘셉트 설정 및 디자인

프로토타입 디자인을 위한 초기 발상 및 연구가 주를

이루는 워크숍의 1~5주차에는 WT의 소개와 리서치, 발

상과정에서는 연구자의 WT 사례에 관한 소개 후, 디자

이너의 개인별 흥미분야에 따른 표현 측면의 리서치와

발상, 연구자와의 토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1~2주차에는

연구자와 각 디자이너 간의 토론을 통해 빛을 활용하거

나 의복의 구조나 외곽형의 변화에 따른 형태변화 표현

을 위한 디자인 콘셉트 설정과정이 수행되어 크게 두 가

지 방향성의 콘셉트가 도출되었다. 첫 번째, Light 콘셉

트의 프로토타입은 빛을 표현의 수단으로 활용함에 있

어 의복과 시스템이 착용자나 주위 환경과 상호작용하

여 특정 시기 혹은 상황에서 빛을 통한 심미적 표현이 발

현되거나 변화하는 방향성에서 리서치와 디자인이 이루

어졌다. 두 번째, Complex 콘셉트의 프로토타입은 착용

자 혹은 주위 환경, 상황에 따라 빛과 형태변화가 표현

에 적용된 복합적인 표현이 시도된 유형으로, 워크숍을

통해 WT와 센서 기술을 통한 상호작용에 대한 디자이

너들의 이해가 향상됨에 따라 도출된 콘셉트 유형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콘셉트에 따라 전공분야가 적합한 엔

지니어와 디자이너가 조합된 융합팀이 구성되었고, 보

다 구체적인 심화디자인 리서치와 모티브 탐색, 시스템

설계방안이 모색되었다.

상기의 두 가지 개발 콘셉트가 도출된 1~2주차 이후,

3~4주차의 각 팀별 디자인과 기술을 활용하는 패션표현

과 디자인을 위한 발상 및 리서치 과정에서 엔지니어의

참여가 소극적인 경향이 발견되었다. 패션디자인에 있

어 초기 디자인 아이디어나 콘셉트에 관한 제한 없는 발

상과 영감의 원천 탐색은 중요한 부분이나, 패션과 기술

의 융합을 위해서는 기술적 합리성 및 실체화 가능성에

관한 고려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연구자가 중재하여 각

엔지니어는 초기 발상단계에서 디자이너의 아이디어에

관해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WT와 사용 불가능한 WT

에 관한 판단 혹은 적합한 WT의 추천 등 엔지니어에 의

한 기술적인 고려를 수행하고, 이를 조언하는 적극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유도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 단계

에서 디자이너와 엔지니어들은 아이디어 발상 및 제안

에 있어 각자의 발상 및 리서치 결과를 보고하는 형식으

로 제시하는 것이 아닌, 실시간으로 발상과 탐색을 함께

수행하고 이를 공유하며, 이에 관한 토론을 수행하여 아

이디어를 정제한 후 구체적인 패션플랫폼과 시스템 회

로도를 스케치하여나, 필요 기술의 명세를 작성하였다.

5주차에는 이전 단계의 결과를 종합하여 각 팀별 구체

적인 패션과 WT 콘셉트 및 디자인을 프레젠테이션하고,

Table 2. The weekly tasks for the convergence fashion development workshop

Week Tasks

1-2 • Definition of WT & cases of WT fashion introduction and the ideation on design and technologies

3-4
• Discussion on realization of ideas according to each team's concept

• Idea sketches and researches of technologies needed for the expressions

5
• Group discussion to configure specific design concept according to Fashion and WT concepts

• Designing Fashion and WT through hand or digital works

6 • Refining Fashion designs to make Fashion platforms and designing WT systems

7-10 • Establishing Fashion platforms and systems and finish the development of proto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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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의 아이디어가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에 관

한 그룹토론을 수행하여, 각 팀별로 가장 콘셉트에 적합

한 디자인을 평가, 선택하였다. 해당 단계에서는 먼저 디

자이너가 콘셉트와 러프스케치를 제시한 후 엔지니어가

구체적인 WT 구동개요 및 필요한 디바이스의 상세내

역 등을 설명하였다. 해당 단계에서 디자이너들은 서로

간의 차별화된 시각적 결과물에 관한 설명에 주력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엔지니어들은 서로간의 활용하는 기

술 혹은 디바이스의 스펙 혹은 규격이 유사할 경우, 정

보를 공유하거나 더욱 신뢰성과 안정성이 높은 디바이

스나 회로의 구성법을 제안하는 상호조력적인 토론경

향을 보였다. 이는 각자의 결과물의 ‘차별성’에 집중하

는 디자인 분야 및 결과물의 ‘합목적성, 안정성, 신뢰성’

에 집중하는 전자공학분야의 학제적 정체성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상기의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디

자인을 도출하고 WT 개요 및 필요 부품을 명세화하여

이후 실제 제작작업에 대비하였다. 상기의 토론에서 평

가, 선택된 각 유형별 WT 패션프로토타입 발상개요는

다음과 같다(Table 3).

첫 번째, Light 콘셉트의 스트리트 웨어는 스트리트

아티스트가 본인의 자기주장의 수단으로 그라피티를 활

용하는 점에 착안하여, 그리피티 모티브의 텍스타일 프

린팅과 힙합스타일의 의복을 스크린으로 활용하여 착용

자가 표현하고 싶은 메시지를 의복 표면에 투사하는 빛

을 활용한 “특정 이미지의 투영” 표현기능을 구현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두 번째, Complex 콘셉트의 원피스 드레스는 타이완

의 전통과 현재의 시각적 표현을 콘셉트로, 타이페이 시

내 사진을 꼴라주한 텍스타일 프린팅이 적용된 드레스

의 표면장식과 스커트 부분의 형상이 중국 전통 등롱의

형상으로 변화하며, 등롱형태로 변화한 스커트 부위 장

식물 내부에 빛이 점등되는 ‘공간감’을 강조하는 빛의

표현과 콜러가 정의한 ‘형태의 왜곡’ 변화 표현을 구현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세 번째, Complex 콘셉트의 로브는 꽃의 개화를 콘셉

트로, 꽃을 모티브로 한 텍스타일 프린팅이 적용된 로

브 표면에 장식된 꽃모양의 조형물이 주위의 조도에 반

응하여 밝을 경우 닫힌 꽃잎이 개화하여 암술과 수술형

태로 배치된 내부의 LED 광원이 점등되어 꽃형상의 장

식물을 강조하는 ‘공간감’을 위한 빛과 콜러가 정의한

‘분할’과 ‘적응’ 변화를 응용한 형태변화가 동시 적용된

표현에 목적을 두었다.

또한 각 프로토타입별로 적용이 상정된 WT 개요는 다

음의 <Table 4>와 같다. 일반적으로 WT는 프로그램이 저

장되어 시스템을 제어하는 PC 기능의 제어 장치와 시스

템의 기능작동 여부를 제어하는 스위치 역할의 입력 장

치, 실제 기능을 제공하는 디스플레이나 스피커 등의 출

력 장치, 시스템에 전원을 공급하여 기능구현을 가능하

게 하는 전원 장치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Light과

Complex 두 가지 콘셉트를 기초로 빛과 형태변화에 따

른 복합적 패션표현을 위해, LED 등의 광원 장치와 미

세 각도 및 속도조절이 가능한 서보모터(servo-motor) 등

의 동력 장치가 출력 장치로 채택되었다. 또한 의복이 인

체에 걸쳐졌을 때 비로소 완전한 형상으로 표현되고, 의

복에 배치되는 디바이스가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활

동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키보드나 키패드

Table 3. The overall outline of the initial ideation on prototypes

Concept Light Complex Complex

Design sketch

Photographed by the author.

(May 13, 2016).

Photographed by the author.

(May 13, 2016).

Photographed by the author.

(May 13, 2016).

Fashion sort Street wear One piece dress R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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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입력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조도와 거리센서가 입

력 장치로 선택되었다. 제어 장치로는 의복에 내장이 용

이한 오픈소스 기반의 마이크로 컨트롤러인 아두이노

(Arduino)가 채택되었는데, 각 프로토타입의 디자인과 시

스템 콘셉트에 따라 나노(Nano), 메가(Mega), 릴리패드

(Lily Pad) 등 다양한 모델 중 적합한 것의 선택적 적용

이 상정되었다. 전원 장치로는 각 출력 장치가 요구하는

전압에 따라 배터리 패키지가 제작되어 적용되도록 계

획되었다(Table 4).

해당 단계에서 각 디자이너들은 의복뿐만 아니라 텍

스타일 패턴을 디자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공통적

디자인 경향을 보였다. 이는 각 디자이너가 워크숍 초반

의 WT의 개념 및 기존 사례에 관한 소개와 토론과정을

통해 이에 관한 인식이 향상됨에 따라, 패션디자이너의

관점에서 기술에 의한 표현이 보다 부각되는 경향이 나

타났던 기존 사례에 비해 차별적인 결과를 제시하고, 디

자인 콘셉트를 강조함과 동시에 WT를 통한 빛 혹은 형

태변화의 표현효과를 강조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2. 프로토타입 디자인 개발

프로토타입의 실제 제작단계인 워크숍의 6~10주차의

작업과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연

구자와의 튜토리얼을 통해 각 디자이너 그룹의 발상과

디자인 결과물의 정교화 작업이 수행되었다. 두 번째, 연

구자와 토의 후 디자이너 그룹과 엔지니어 그룹의 토의

과정이 수행되어, 디자이너의 발상결과를 실체화하기 위

한 WT의 선택과 관련 리서치가 수행되었다. 세 번째,

디자인과 WT 리서치 결과의 갭을 최소화하기 위한 디

자이너와 엔지니어의 토론 및 공동 리서치를 통해 패션

과 WT의 적절한 융합을 위한 절충안이 모색되었다. 네

번째, 앞선 단계의 결과를 종합한 패션과 WT 시스템 디

자인이 도출되었고, 이를 실체화한 WT를 통한 패션표

현의 확장방안을 모색한 총 3종의 프로토타입이 개발되

었다.

1) WT 설계 및 개발

6주차에 디자이너들은 앞선 토론단계에서 제안된 몇

가지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선된 프로토타입 디자인

에 따른 평면 패턴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때 WT를 수용

하는 플랫폼으로서 의복 내, 외부의 구조에 관한 연구가

병행되었다. 해당 단계에서 각 디자이너는 디자인에 따

른 평면 패턴의 각 부위의 형상 및 위치를 설명하고, 엔

지니어는 이를 통해 제어와 전원, 입력, 출력 장치로 구

분되는 WT 시스템의 각 디바이스를 배치할 부위를 설

정하고, 각 디바이스 간의 거리를 측정하여 전반적인 시

스템 회로의 규격을 측정하여 프로토타입의 시스템을

실제 사이즈로 설계하였다.

또한 WT를 활용한 표현에 있어 각 디자이너들은 기

존 사례들에서 발견되는 빛을 통한 표현기법 유형과 형

태변화 표현원리를 참고하여 패션디자인과 표현방법을

고안하였고, 이를 기초로 엔지니어는 디자이너의 발상

을 구체화하기 위한 보다 상세한 기술설계 및 선행실험

을 수행하였다(Fig. 10)−(Fig. 11).

2) 패션프로토타입 개발

7~10주차에서는 앞선 WT 디자인 결과를 토대로, 실

질적인 프로토타입 제작과정이 수행되었다. WT 시스템

과 패션의 융합을 위해서는 의복의 구조에 따른 각 디바

이스의 내장 및 디바이스 간의 채결방법, 연결 장치의

강도에 관한 고려가 필수적임에 따라, 의복과 WT 시스

템 제작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졌고, 각 작업과정과 결과

는 디자이너와 엔지니어가 공유하도록 튜토리얼을 진행

하였다.

Table 4. Outline of digital technologies in each prototype

Prototype

WT

Street wear for Bluetooth 

communicating & text displaying 

expression

One piece dress for transforming

structure and lighting expression

Robe for transforming flower objet

& lighting expression

Control Arduino Mega Arduino Nano Arduino Nano

Input
Bluetooth texting by

Android OS system
Light sensor Light sensor

Output High gross LED panel
High gross 3π LED,

servo motor & wire system

High gross 3π LED,

motor & gearbox system

Power 12V battery 5V battery 5V bat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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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의 첫 번째 블루투스 텍스트 디스플레이 기

능의 스트리트 웨어는 스트리트 아티스트의 시각적 자기

주장 혹은 메시지 전달수단으로서의 그라피티를 디자인

콘셉트로 하여, 그라피티 아트 모티브의 텍스타일 프린

팅이 적용된 스트리트 패션스타일의 의복에 내장된 WT

시스템이 착용자의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로 연결되어 구

글 안드로이드 OS에서 제공하는 블루투스 문자송신기

능을 통해 사용자가 입력한 문자메시지가 의복에 내장된

고위도 RGB LED 패널에 표시되도록 시스템이 구성되

었다(Fig. 12)−(Fig. 13). 이를 통해 문자라는 ‘특정 이미

지의 투영’이라는 빛을 활용한 표현이라는 기술을 활용

한 표현콘셉트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해당 프로토타입의 제어 장치로는 일반적으로 패션프

로토타입에 사용되는 아두이노 나노나 릴리패드 등의 마

이크로 컨트롤러를 적용하기에 무선 문자송수신기능과

LED 패널을 제어하여 이미지가 아닌 문자를 표시하기

위해 대용량의 아두이노 메가가 활용되었다. 또한 디자

이너의 아이디어를 100% 구체화하기에 교육기관에서 수

행된 워크숍의 예산 한계로 인하여 문자수가 많고 문자

조합의 경우의 수가 많은 한글을 디스플레이하기에는 마

이크로 LED 패널의 가격 등의 문제로 인해 영문자의 입

출력으로 표현의 범위가 제한되었다(Fig. 14).

두 번째 스커트 형태변화 & 발광기능의 원피스 드레

스는 타이완의 과거와 현재의 시각적 표현을 콘셉트로,

타이페이 시내 풍경 사진을 꼴라주한 텍스타일 프린팅이

적용된 드레스에 광원과 동력 장치를 통한 복합적 WT

표현의 시도가 이루어졌다(Fig. 15). 타이완의 과거 표현

을 위해 서구적 스타일의 드레스 스커트 부분이 조도센

서를 통해 주위의 밝기에 반응하여 어두워질 경우, 모터

와 와이어 터널 시스템을 통해 중국식 전통 등 형태로 왜

곡변화되며 동시에 드레스 표면의 장식물이 전개되어

내부의 붉은 LED가 점등되고 드레스 토르소 부위에 한

자형상의 선형 광원이 점등되어 중국풍의 이미지를 강

조하기 위해, 주위가 밝아질 경우 등롱에서 스커트로 형

태가 복원되며 LED가 소등되는 상호작용적 형태 및 빛

의 변화 표현을 위한 WT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이를 통

해 스커트가 등롱의 형태로 변화하는 ‘왜곡’ 표현과 스

커트 표면에 적용된 장식물 내부의 LED를 활용한 ‘공

Fig. 12. Street wear design

applying the ‘Graffiti’ printing.

Photographed by the author.

(June 3, 2016).

Fig. 13. Developing bluetooth texting

and displaying system.

Photographed by the author.

(June 10, 2016).

Fig. 14. The texts through Bluetooth

communicating betweem the clo- 

thes and the user's smart phone.

Photographed by the author.

(September 4, 2016).

Fig. 10. Process of program coding for experiment.

Photographed by the author. (May 14, 2016).

Fig. 11. Process of the operability of the interaction 

by programs and sensors.

Photographed by the author. (May 1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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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감’을 강조하는 빛의 표현이라는 기술을 활용한 표현

콘셉트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스커트 내부에 배치된 원형의 튜브를 관통하는 6가닥

의 와이어를 기어박스와 함께 서보모터에 연결함으로써

모터의 회전이 직접적으로 와이어에 전달되어 스커트

형상이 급격히 일그러지지 않고 균일한 속도로 형태가

변화하도록 구조가 설계되었으며, 스커트 표면의 장식

물 역시 스커트의 형태변화 속도에 맞춰 부챗살이 펴지

듯 전개되도록 모터스피드가 조절되었다(Fig. 16). 또한

형태변화와 동시에 스커트 내의 LED와 토르소의 도광

판에 빛이 들어오도록 전반적인 시스템이 모두 연동되

도록 프로그램이 코딩되었다(Fig. 17).

세 번째 장식 구조 전개 및 발광기능의 로브는 개화(開

花)를 콘셉트로, 꽃을 주제로 한 텍스타일 프린팅이 적

용된 로브형의 의복 위에 장식된 꽃형상의 조형물이 조

도센서를 통해 주위가 어두워질 경우 이에 반응하여 서

보모터와 황동선으로 제작된 프레임으로 제어되는 꽃잎

이 열리며 내부의 암술과 수술형태로 배치된 LED 광원

이 점등되어 장식 조형물 내의 공간감을 강조하는 표현

을 위한 WT 시스템이 적용되었다(Fig. 18)−(Fig. 19). 이

를 통해 장식물의 형태가 열리고 닫히는 ‘분할’과 ‘적응’

의 형태변화 및 조형물의 형태가 전개되었을 때 내부의

LED가 점등되는 ‘공간감’을 강조하는 빛의 표현이라는

기술을 활용한 표현콘셉트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복수의 꽃형상의 장식물의 개화를 표현하기 위해 가

장 크기가 큰 장식물의 꽃잎은 2kg의 회전력을 가지는

서보모터와 연결되어 각도조절을 통해 개폐되도록 설계

되었고, 그 외의 크기가 작은 장식물의 꽃잎은 700g의

물체를 당기고 밀 수 있는 힘을 가진 모터를 적용하여

개폐되도록 시스템이 설계되었다. 장식물 내부의 LED

는 모터와 프레임의 작동과 동시에 서서히 점등되어 장

식물이 완전히 전개되었을 때 가장 밝아져 공간감을 연

Fig. 15. One piece dress design 

applying the textile printing of 

photo collage in Taipei.

Photographed by the author.

(June 3, 2016).

Fig. 16. The tube structures inside

of the dress for transforming

by motor and wire system.

Photographed by the author.

(June 3, 2016).

Fig. 17. Testing process

of transforming the structure

of the dress.

Photographed by the author.

(June 10, 2016).

Fig. 18. One piece dress

design applying the flower

inspired textile printing.

Photographed by the author.

(June 3, 2016).

Fig. 19. Testing process

of transforming the structure

of the flower inspired objet. 

Photographed by the author.

(June 10, 2016).

Fig. 20. Testing process

of LED lights inside of the objet

reacting the brightness.

Photographed by the author.

(June 1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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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코딩되었다(Fig. 20).

7~10주차의 프로토타입 개발과정에서는 앞선 1~2주

차, 3주차의 아이디어 발상과 콘셉트 연구과정과 상반

되는 작업경향이 발견되었다. 시스템의 플랫폼이 되는

의상의 평면 패턴과 제작과정의 종료 후, WT 시스템과

의상의 결합과정에서 디자이너들은 시스템의 배치 및

장착 등의 작업에서 지나치게 엔지니어에게 의존하는

수동적인 작업경향을 보였다. WT 시스템이 부가되더라

도 의상의 형태를 취하는 프로토타입은 인체에 걸쳐져

신체 각 부위의 활동에 장애가 되어서는 않되며 쾌적한

착용감을 제공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학적 합리성과 효율성에 익숙한 엔지니어들은

기본적으로 앞서 측정된 평면 패턴의 크기 및 형태에 따

라 시스템을 구성한 상태이므로, 디자이너는 앞선 단계

에서의 각 시스템의 배치장소 선정뿐만 아니라 설치과

정에서도 제작된 의상의 형태 및 구조에 따라 평면 패

턴에서는 발견되지 못했던 문제점이 발견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각 WT 디바이스를 제작하고 이를

인체의 동작에 따라 의복에 장력이 가해지는 등의 요인

에 따라 회로의 단선 및 파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

을 연결, 설치하기 위한 작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해당 단계에서 엔지니어의 경

우, 실제 제작단계에서는 발상단계에서의 수동적 태도

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시스템의 가동실험 및 오류수

정작업을 수행한 반면, 3인 중 2인의 디자이너가 수동적

으로 엔지니어에게 설치를 일임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

Table 5. The established and weared images of this study's prototypes

Street wear for Bluetooth 

communicating & text displaying 

expression

One piece dress for transforming

structure and lighting expression

Robe for transforming flower objet

& lighting expression

Front

Photographed by the author.

(September 4, 2016).

Photographed by the author.

(September 4, 2016).

Photographed by the author.

(September 4, 2016).

Back

Photographed by the author.

(September 4, 2016).

Photographed by the author.

(September 4, 2016).

Photographed by the author.

(September 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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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구자가 이를 중재하였다. 먼저 해당 과정에서 디자

이너가 수행하여야할 디바이스의 설치위치 조정, 디바

이스의 가설치 이후 인체의 활동성 및 시스템의 구동성

실험, 실험 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수정하기 위한

장착위치 및 방법의 재구상 혹은 의복 구조의 수정 등

의 임무를 설명하였고, 디자이너들이 의상전문가의 시

각에서 파손되기 쉬운 디바이스와 회로의 제작과 채결

강도 조정 및 설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

하였다. 상기의 과정을 통해 개발된 3종의 프로토타입

의 착장형태는 <Table 5>와 같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패션디자이너와 공학엔지니어의 협업

워크숍을 통한 융합디자인 개발 연구가 수행되어 패션

표현을 위한 WT가 적용된 3종의 프로토타입이 개발되

었다. 워크숍 초반 WT에 관한 소개와 발상단계에서 빛

을 표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Light와 형태변화를 활용

하는 Complex, 두 가지 유형의 콘셉트가 도출됨에 따라

표현을 위한 WT로 LED 등의 광원 장치와 서보모터, 와

이어 시스템 등의 동력 장치가 출력 장치로 채택되었고,

이를 제어하기 위해 마이크로 컨트롤러인 아두이노가

제어 장치로 활용되어 패션디자인과 공학분야의 융합

방안이 모색되었다.

본 연구의 워크숍 결과 패션과 기술의 융합에 있어 디

자이너와 엔지니어의 역할의 차이에 따른 작업 및 WT

시스템, 인터페이스 디자인 개발 측면에서 유의미한 경

향이 발견되었다.

첫 번째, 10주의 워크숍 기간 동안 초기 1~5주차의 아

이디어 발상 및 콘셉트 구체화 과정에서는 엔지니어의

역할이 수동적으로 한정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프로토

타입을 실체화하는 6~10주차의 개발과정에서는 디자이

너의 작업경향이 수동적으로 한정되는 경향이 발견되어

연구자가 이를 중재하여 각각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

로 수행하도록 유도하였다.

두 번째, 디자이너와 엔지니어 모두 의복을 플랫폼으

로 활용함에 따라 WT의 디바이스 선택에 있어 보다 확

장성이 있고 다루기 편한 제어 장치와 출력 장치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극소형의 디바이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자이너의 경우 의복이 인체에 걸쳐질 경우

디바이스가 신체에 닿음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이물감

과 활동의 제약을 우려하였고, 이러한 요구에 따라 엔지

니어의 디바이스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 Light 콘셉트의

블루투스 텍스팅 기능의 프로토타입을 제외한 프로토

타입들에서 가장 작은 크기의 제어 장치인 아두이노 나

노가 적용되었으며, 센서류 또한 사용하기 편한 완제품

보드를 사용하지 않고 필요한 기능만을 최소한으로 내

장한 단일 부품을 활용해 입력 장치를 직접 제작하여,

디바이스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자연스러운 의복 외

관을 유지하기 위해 WT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세 번째, 모든 디자이너와 엔지니어들이 표현을 위한

WT의 입력 방법 및 장치 선택에 있어 키패드 등의 기존

의 WIMP(Window, Icon, Menu, Pointing system) 방식의

직접 입력 방식 및 장치보다 센서에 의해 시스템이 착

용자 혹은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기능을 출력하는 센서

입력 방식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자이너들은 초

기 발상단계에서 지속적인 단순한 발광이나 지속적인

형태변화 표현, 혹은 리모컨에 의한 표현기능의 작동 등

을 주로 제안하였으나, 워크숍이 진행됨에 따라, 상황에

따른 자동적이며 상호작용적인 표현을 추구하게 되었

다. 이는 해당 디자이너들의 리서치 과정과 엔지니어들

과의 협업과정을 통해 WT에 관한 이해도와 인식이 확

장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상기의 세 가지 경향 외에, WT 표현과 활용, 디자인 콘

셉트에 있어 Light와 Complex 각 유형별로 특징적 경향

이 발견되었다. 먼저 첫째, Light 유형에서는 빛을 활용

한 표현에 있어 상대적으로 특정 이미지의 구성 혹은 표

현에 집중하는 경향이 특징적이었는데, 이는 광원 장치

를 활용한 빛이 동력 장치를 사용한 형태변화에 비해 상

대적으로 특정 형상이나 콘셉트를 표현하기에 용이하며,

디자이너들이 빛의 물리적 성질에 의한 단순한 중화/투

과, 노출/투사 표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합적인 표현을

추구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둘째, Complex 유형에서는

각 디자이너와 엔지니어들이 형태변화를 아이디어의 중

심에 두고 빛을 이를 강조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활용

한 WT 디자인과 표현방안상의 공통적 경향이 발견되었

다. 각 프로토타입의 시스템 구동의 중심에 동력 장치를

설정하고 이것에 구동에 따라 광원 장치가 연동되어 작

동되도록 프로그램이 코딩되었다. 이는 각 디자이너가

디자인 콘셉트에 따라 동력 장치에 의해 변화한 의복의

형상 혹은 디테일의 형태감을 빛을 통해 강조하고자 하

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디자이너의 창의성과 엔지니어의 공학

적 합리성의 융합이 각자의 균형 있는 역할 분담을 위한

중재를 통해 실체화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교육기관에

서 IOT로 대변되는 현대 산업계의 IT 융합트렌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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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한 패션의 표현영역 확장을 위한 연구수행의 가능성

이 확인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워크숍이 교육기

관에서 수행됨에 따라 앞서 본문에서 언급된 바와 같은

한정된 예산과 10주로 설정된 기간의 한계로 인해 일부

디자이너의 아이디어가 완벽히 실체화되지 못한 점이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본 연구의 워크숍을 진행하며 발견된 발상과정에서 수

동적인 역할과 개발과정에서 디자이너의 소극적인 참여

등의 패션과 기술의 융합에 있어 문제점을 구조적으로

해결 가능한 융합디자인 프로세스 및 교육 커리큘럼에

관한 연구를 후속 수행하여 IT를 중심으로 한 다학제적

융합을 장려할 수 있을 기본적인 교육플랫폼을 제시할

예정에 있다.

References

Gao, Y. (2012). Interactive projects > Living pod. ying gao.

Retrieved May 25, 2016, from http://yinggao.ca/eng/inter

actifs/living-pod/

Han, S. W. (1991). 입체조형: 이론과 실제 [Three-dimensional

formative arts: theory and reality]. Paju: Mijinsa.

Jeon, J. H. (2008). A study of digital image in fashion design

-Regarding Hussein Chalayan's design-. Unpublished ma-

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Kim, M. J. (2004). 복식미학 강의 2 [Lecture on the aesthetics

of the costume 2]. Paju: Gyomoon Publishers.

Koler, C. A. (2006). Expanding the boundaries of form theory

developing the model of evolution of form. Proceeding of

IADE, 2006 Design Research Society: International Con-

ference, Portugal, 1−14.

Lauer, D. A., & Pentak, S. (2002). Design basics (5th ed.) (D.

I. Lee, Trans.). Seoul: Yekyong. (Original work published

2000)

Lee, H. S., Kim, Y. H., & Lee, J. J. (2016). A study on the fas-

hion accessory design applying wearable technologies - Fo-

cusing on the aesthetic design and technological applica-

tion of the image of the light -. Journal of Basic Design &

Art, 17(2), 383−398.

Lee, I. Y. (2015). Fashion design development using the space-

time expression characteristics of light. Journal of the Ko-

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15(1), 15−30.

Na, M. J., & Park, S. C. (2012). A study on the IT technol-

ogy convergence in contemporary fashion desig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esign Culture, 18(3), 129−140.

San Martin, M. (2010). Future fashion: Innovative materials

and technology. Palermo: Promopress.

Violette, R. (2011). Hussein Chalayan. New York, NY: Rizz-

oli International Publications.

Wang, K. H. (2012). A study on the special quality of fashion

design utilized by form vari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esign Culture, 18(2), 262−273.

Yun, H. J. (2003). A study of fashion illustration introduced the

light used optical fiber - Focusing on the feather image -.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