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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인류의 역사는 당  미디어의 영향으로 사회변혁

과 혁신을 이루고 있다. 오늘날 예술과 디자인 분야에

서 소통, 상호작용, 체험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는 폐쇄적인 전통

방식의 표현수단에서 전자기술에 의한 새로운 미디

어가 커뮤니케이션의 핵심기술로 적용되는 가운데 

새로운 방식의 소통 문화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자기술 기반의 미디어를 통해 인간과 세계

가 소통하며 새로운 사회와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미

디어는 복합적 표현방식이 가능한 다중기능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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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생활방식을 혁명적으로 바꾸고 있는데, 이처럼 

미디어는 시 별로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류의 문화

에 영향을 주며 역사와 함께 새롭게 거듭나고 있는 것

이다. 중은 미디어를 통해 소통하는 전자기술 기반

의 미디어는 영상, 그래픽, 멀티미디어 등의 다중구조

의 매체들을 활용해 입체적인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

어(Kim & Kim, 2007) 관람자를 흥미롭게 한다.

디자인과 예술 분야에서도 전자 기반 기술의 미디

어아트가 활발히 접목되어 혁신을 이루고 있는데 이

는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여 수신자를 송신자 정신과

의 상호작용 속에 참여키는 자극을 통해 새로운 체험

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패션디자인 분야에서도 미디

어아트를 접목하여 감각의 확장을 모색하기 위한 시

도와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선행연구로 미디어아트

를 활용한 패션디자인 분야에서는 디지털을 활용한 

액세서리 디자인에 관한 연구(Jekal & Lee, 2008), 미

디어아트를 활용한 디자이너 후세인 샬라얀(Hussein 

Chalayan)의 작품을 분석한 연구(Jekal et al., 2008) 등

으로 미디어아트가 접목된 패션디자인의 작품을 분

석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마샬 맥루한(Marshall Mc- 

Luhan)의 미디어론을 고찰로 전자기술 기반의 미디

어를 재조명하고 이러한 미디어아트가 접목된 패션

디자인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이며, 인문학적인 관점

을 통해 미디어아트가 접목된 패션디자인을 분석하

였음에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갖는다.

연구의 목적은 마샬 맥루한의 미디어론을 바탕으

로 패션디자인과 전자매체 기반의 미디어아트를 도

입한 패션디자인의 특성을 분석하여 전통적 의복의 

표현에서 확장된 오감의 체험 및 다양한 조형적 표현 

가능성과 새로운 미적가치를 분석하여 창의적인 패

션디자인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것이다. 더불어 미디

어아트가 접목된 패션디자인을 인문학과 예술과의 

유기적 관점으로 새롭게 조명하였음에 의의와 가치

가 있다.

연구방법은 이론적 고찰과 실증적 분석으로 하였

다. 이론적 고찰로는 1960년  마샬 맥루한의 미디어

론을 고찰하여 미디어기술을 활용한 예술과 패션디

자인의 인문학적 분석의 토 로 활용하였다. 예술과 

패션디자인의 실증적인 연구는 관련 선행연구, 전문 

서적과 인터넷 등으로 하였다. 연구범위로 미디어아

트는 컴퓨터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미디어아트 작품

제작이 활발해지는 2000년  이후의 무용, 음악, 건축

에 접목된 미디어아트를 분석하였다. 패션디자인의 

실증적 분석의 범위는 패션디자인에 예술이 접목되

면서 미디어아트가 현  패션디자인에 활용되는 시

기인 2000년 부터 현재까지의 작품 중 미디어기술

이 접목된 것으로 선정하였다.

II. 이론적배경

1. 미디어아트

1) 정의

미디어는 어떤 한쪽을 다른 쪽으로 전달하는 역할, 

정보를 전송하는 매체나 인간이 자신의 감정 또는 객

관적 정보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수단이

다(Suh, 2017). 미디어아트란 ‘매체예술’로서 초기 미

디어 아트는 텔레비전이나 신문 등 매스미디어를 가

리키는 것이었다. 1990년  이후 과학기술의 발달로 

컴퓨터와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기술혁명은 산업 전반은 물론 미디어아트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Uh & Park, 2011). 

1980년  컴퓨터 기반의 미디어아트가 최근에는 센

서, 가상현실 시물레이션 기술 등의 발달로 인터렉티

브 아트로서 하이테크 시 의 문화를 변하고 있다

(Kim, 2014). 따라서 미디어아트는 컴퓨터 기반의 디

지털 기술과 예술과의 협업이라고 할 수 있다(Choi, 

2016). 미디어아트는 컴퓨터 기술 기반의 미디어 테크

놀로지와 결합한 예술로서 과학기술의 진보와 함께 

다양한 조형성과 미적가치를 창조하고 있는 예술장

르이다.

2) 역사

미디어아트는 1837년 사진기술의 발명으로 시작

되었다. 1833년에 만들어진 조트로프(zoetrope)는 원

통형 드럼의 안쪽에 단순한 동작의 그림들을 붙여서 

연속적인 움직임의 환영을 제공하는 장치로 새로운 

시각매체로서 예술의 개념과 방법에 있어 혁신을 가

져오게 되었다. 1870년 에는 ‘크로노포토그래피(ch- 

ronophotography)’의 촬영기술로 영화제작이 가능해 

졌으며, 1895년에는 세계 최초의 영화인 ‘열차의 도

착’이 제작되었다. 미래파는 영화적 앵글을 회화작품

에 도입하였고 막스 에른스트(Max Ernst, 1891∼1976)

는 영화적 장치들의 이미지를 빌려 작품에 활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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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같이 미디어의 역사는 1920년 는 기계의 시

로 사진과 영화가 주 매체였다면 중문화가 발달한 

1950년 는 TV, 1960년 에는 비디오카메라가 개발

되며 새로운 과학기술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을 거

듭하고 있다. 미디어아트는 테크놀로지의 발달에 의

해 새로운 미디어환경에 따라 변화되어 나타나고 있

는데, 이는 중매체의 역할을 하면서 중문화를 지

배하는 현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매체가 되었다. 특

히 1960년  팝아트는 중문화의 이미지들을 빌려 

미디어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량소비사회의 모습을 

풍자하며 문화적인 파급력을 보여주었다. 미디어아

트는 과학기술과 결합하여 매체 자체가 지닌 독특한 

속성을 초월하며 중과의 소통의 메시지를 전달하

는 매체가 되었다. 

2. 마샬 맥루한의 미디어론 고찰

1) 감각확장의 도구 미디어

미디어에 관한 연구는 미디어를 단순히 정보전달

의 수단이 되는 수동적인 매개체인 회로(condult)로 보

는 학자들과 환경(context)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으

며, 이러한 견해의 차이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

라 다르게 접근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를 환경의 

관점으로 보는 학자들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조

직적 변인으로서의 미디어에 관심을 두고 있다(Lee, 

1999). 캐나다의 미디어론가이자 문화비평가 마샬 맥

루한은 미디어를 환경의 관점으로 연구하는 표적

인 학자이다. 그는 미디어를 사회변혁의 핵심요소로 

주목하고 사회적 변혁과 기술진보에 따른 미디어 도

입 등을 환경매개체로서의 존재에 관해 주목하였다. 

그리고 미디어를 ‘감각확장의 도구’로 은유하며 눈, 

귀, 근육, 신경조직 등의 인간감각으로 확장하였는데, 

자동차의 바퀴는 발의 확장, 서적은 눈의 확장, 의복

은 피부의 확장으로 설명하였다(Lee, 1999). 미디어를 

커뮤니케이션 도구 이상의 감각의 확장된 기술로 보

았다. 그리고 이러한 감각이 자유롭게 기능하기 위해

서 그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의 오감이 자유로우며 폐

쇄되지 않아 이상적인 체계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

하다고 하였다. 마샬 맥루한의 감각이론의 본질은 우

리가 세계를 제 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든 감각이 

조화롭게 활용될 수 있는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서 출발한다(Lim & Lee, 2002)고 하였다. 이같이 마

샬 맥루한은 미디어를 의사소통에 있어 오감의 감각

기관의 역할을 담당하는 감각확장을 도구로서 인간

사회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간주하였으며 그 자체가 

메시지이며 사회구성원들의 패러다임에 관여하는 가

운데 문화발전과 사회변혁의 중요한 원동력으로서의 

특성을 강조하였다. 

2) 미디어와 인간의 역사

마샬 맥루한은 문화의 변동은 시 별로 발달된 특

정 미디어의 유형을 통해 인간이 특정 방향으로 세상

을 지각하고 상호작용하여 일어나는 것이라 하였으

며 이러한 시 별 커뮤니케이션의 미디어유형에 따

라 인간의 역사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정립하였다. 

첫째, 구어문화 시 이다. 문자가 만들어지기 전의 

구두커뮤니케이션 시 는 원시부족 시 로 말을 통

해 의사를 전달한 시기이다(Lee, 1999). 시각과 청각

에 상호보완에 의한 촉각적 감각이 발달한 시기이다. 

촉각이론은 마샬 맥루한의 새롭고 유연한 지식이론

의 핵심으로 청각에 기초한 패러다임의 토 를 이룬

다(Lim & Lee, 2002)라고 하였으며 구어문화를 청각 

기반의 이상적인 공간이라고 하였다. 구어문화 시

는 커뮤니케이션에서 ‘순차적, 선형적’으로 텍스트를 

인식하고 시선이 닿는데로 움직여 이를 자유롭게 재

구성한 ‘모자이크적’ 인식과 완벽한 상호보완적 역할

을 수행한 시기이다. 이러한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을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둘째, 필사문화 시 이다. 구술문화에서 문자문화

로 변화되었다. 이 시기는 필사본을 통한 의사소통으

로 오감 중 시각이 가장 발달한 시 이다. 상형문자, 

알파벳과 한자 등의 문자는 시각감각에 의존하여 하

나하나 글을 읽고 쓰게 되었다. 순차적인 선형적 텍스

트의 일관된 흐름에 의한 이성적인 사고방식과 이성

의 논리적 사고가 발달하기 시작한 시기이다. 필사문

화 시 는 문자가 발명되어 주요한 소통의 수단이 되

며 폐쇄적인 감각구조가 시작되는데 즉, 시각과 청각

의 분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마샬 맥루한은 필사

문화 시 의 소통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구전으로 전

해오는 구송시와 문자로 전해지는 문자시의 다름에 

관심을 연구한 밀먼 패리(Milman Parry)의 연구에 주

목하였다. 문자로 시가 전달되었을 때보다 구송시가 

낭송되었을 때 전달력이 더욱 살아있음을 증언한 점에 

주목하였다(Lim & Lee, 2002). 즉 문자시의 전달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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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송시의 전달력에는 차이가 존재하며 마샬 맥루한은 

구어문화 시 를 바람직한 미디어 시 로 보았다.

셋째, 활자문화 시 이다. 필사문화 시 의 연장선

으로 산업기술의 발달로 인쇄술이 발명되어 신문, 잡

지 등이 량으로 출판되었다. 시각형 인간의 특징으

로 선형적이고 연속적인 사고지배를 하여 개인주의

와 민족주의가 확립되었다. 마샬 맥루한은 구텐베르

크의 은하계의 저서에서 활자화된 문자, 인쇄로 개

인이 글을 읽어 개인적인 활동이 일어나면서 커뮤니

케이션의 생명력이 상실되었다고 하였다. 모더니티

의 근 과정에 폐쇄된 미디어를 통한 지식으로는 문

화적인 이론이 불가능한 것이라 설명하며 인쇄술에 의

한 인간소외 및 획일화된 근 문화를 비판하였다.

넷째는 전자⋅전기 시 이다. 라디오, TV를 포함

한 전기매체의 발달로 인해 무선통신이 하나의 지구

촌을 형성하게 된다. 마샬 맥루한은 오감을 통한 감각

자극들이 통일된 하나의 지각을 끌어내는 텔레비전

을 촉각적 매체라 칭하며 인간의 감각균형을 회복시

켜 줄 것으로 기 하였다(Lim & Lee, 2002). 활자 시

에 억제되었던 청각이나 촉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미디어로서 오감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합리적 공

존과 공감각으로 인간감각의 확장과 활성화를 위한 

매체로 보았다. 전기미디어 시 의 촉각과 부족화 시

의 말이 주도했던 청각을 동일시했다(Suh, 2017). 

비연속적인 다양하고 탈 중심화된 ‘안으로의 폭발’의 

상태이다(Lee, 1999). 비로소 전자 시 에 필사와 활

자문화 시 의 폐쇄적 구조에 의한 감각의 소외현상

에서 상호작용 구조에 의한 열린 구조를 지향하고 있

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Fig. 1>은 마샬 맥루한이 인

간의 역사를 미디어의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분석한 

이론을 정리한 흐름도이다.

III. 타장르에활용된
미디어아트특성분석

미디어아트는 테크놀로지 기반의 과학기술을 예

술과 접목한 것으로서 감상자의 오감의 자극으로 감

각을 확장시키는 효과로 새로운 체험을 가능하게 하

는 가운데 다양한 장르에 활용되고 있다. 무용, 음악, 

미술 등에 접목되어 환영, 환상 이미지, 관람자와의 

소통과 상호작용 등의 다양한 미적체험을 제공한다. 

다음은 미디어아트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미디어

아트가 활용된 무용, 음악, 건축과 미술의 사례를 마

샬 맥루한의 미디어론에 기초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패션디자인 분석을 위한 

준거의 틀을 도출하였다. 

Fig. 1. Human communication media history based on Marshall McLuhan's five senses.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패션디자인 특성 연구-마샬 맥루한의 미디어론 분석을 중심으로-

– 463 –

1.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무용

무용은 가장 기본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인 인간의 

신체동작을 통해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로서 

개인이 속한 공동체 사회를 투영한다(Moon, 2012). 전

통적인 무용은 마샬 맥루한의 미디어론에 따른 인간

의 역사 중 구두커뮤니케이션의 특징을 반영하는 예

술이다. 신체의 움직임과 표정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매체로서 존재하고 있다. 전자 기반 미디어아트를 활

용한 무용은 전자 시 에 해당하며 복합감각을 유도

한다. 이는 전통적인 무용에서 가능했던 표현의 방법

과 효과의 범위가 확장된다. 스크린에 투영된 미디어

아트의 효과에 의해 무용수의 단순한 움직임과 안무

는 마치 다른 무용수들이 군무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3차원의 애니메이션으로 관객에게 환영의 시각적인 

움직임을 준다. 최소한의 무용수만으로 거 한 볼륨

의 작품을 창작하고 보여주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

을 의미(Lee, 2006)한다. 미디어아트가 접목되어 실제

의 무용수와 가상의 무용수가 공존하는 새로운 구조

의 무용공연이 연출된다. 실제와 가상이 공존하는 가

운데 진실성과 허구성에 한 관람자의 몰입은 공감

각을 형성하는 가운데 감각의 확장을 가져온다. <Fig. 

2>의 작품에서는 음악에 기초한 라이브 애니메이션

을 기반으로 한다. 입방체의 문양으로 입체적인 영상

과 더불어 무용수가 춤을 추는 이미지가 펼쳐지는데, 

미디어기술이 예술적인 요소와 만나 환상적인 종합

예술을 연출하고 있다. 가상의 이미지가 거 한 공간

을 만들며 새로운 구조로 변형되고 있다. <Fig. 3>은 화

려한 영상과 음악 및 무 장치인 미디어아트를 접목

한 무 라는 공간에서 이상한 나라라는 가상공간을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현실

이 가상현실인 듯한 공간감을 형성한다. 소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환상적인 인물과 이상한 나라가 등

장하여 관객들은 가상현실을 체험 한다. <Fig. 4>는 수

중 사찰을 통해 수영하고, 별자리를 파괴하고, 별빛의 

힘을 이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일본의 댄스 퍼포먼스 

그룹 엔나(enra)는 이 작품에서 댄서의 팔과 다리에 센

서를 달고, 컴퓨터가 이 센서의 위치를 파악하여 컴퓨

터가 자동으로 동기화를 실행하는 프로젝션 영상을 

만든다. 연기자들은 지붕에서 뛰어내리고, 투사된 그

래픽과 같은 복잡한 디지털 요소들과 결합하여 물리

적 성능을 혼합한 서스펜스에서부터 차분하고도 활

발한 움직임을 보여준다. 전자기술 기반의 미디어 매

체로 가능한 구조와 연출에 의한 무용은 청각과 촉각

에 의한 구두커뮤니케이션의 소통을 더욱 확장하는 

가운데 오감의 체험을 극 화시키며 커뮤니케이션의 

생명력을 확장시킨다.

2.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음악

음악은 소리[音]의 예술로 소리를 인위적으로 조합

하여 만든다. 소리를 조합하는 음악행위는 창작작품

을 비롯하여, 연주, 감상, 논평, 논술, 논서 등 다양한 

형태의 음악 관련 자료들을 망라하여 인류의 문화적

⋅사회적 삶 속에 함께하고 있다(Choi, 1998). 음악은 

마샬 맥루한의 미디어론에 따른 인간의 역사 중 청각

과 촉각에 의존하는 구두커뮤니케이션의 특징이 반

영된다. 그러나 컴퓨터 기반 기술의 접목된 음악은 단

순한 구텐베르크 시 의 시각과 청각의 감각을 포함

한, 영상, 조명, 현  무용 등이 어우러진 일종의 음악

공연이 된다. 소리의 예술에 오감을 자극하는 전자기

술 기반의 미디어를 활용한 다채로운 효과들이 접목

되어 전통적 방식의 음악공연과는 다른 관객의 참여

는 새로운 소통의 도구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Fig. 2. Hakanaï.
Adapted from Adrien and Claire
(2013). https://www.am-cb.net

Fig. 3. Alice in wonderland.
Adapted from Kang

(2011). http://news.naver.com

Fig. 4. Pleiades.
Adapted from Hanabusa

(2017). https://enr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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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는 바로크 시 를 표하는 작곡가 안토니오 비발디

(Antonio Vivaldi)의 생애를 표현한 음악공연으로 현

적으로 편곡된 비발디의 음악과 신비롭게 재탄생

한 비발디의 생애를 표현한 화려한 영상이 접목된 작

품이다. 무  전면에 위치한 반투명 막에 영사된 영상

과 후면에 위치한 초 형 LED 스크린 영상이 겹쳐

지면서 생생한 3D 이미지를 보여준다. 미디어아트

의 영상효과는 음악공연과 관련한 이야기를 이미

지로 만들어 관람자의 오감을 자극하여 관람자와

의 새로운 방식의 소통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이

다. <Fig. 6>은 참혹한 전쟁의 이야기를 환상적이고 

화려하게 음악과 미디어아트의 결합으로 나타낸 오

페라공연이다. 일본의 전통무극인 ‘노’의 구성, 스토

리와 가사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되었다. 전쟁 속에서 

처참히 무너져 내리는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면서 시, 

중문화와 폭력을 통해 세심한 묘사로 일본식의 표

현을 보여주었다. 합창단의 노래, 연주와 무 배경으

로 제작된 영상에서는 일본작가 히카루 하야시(Hay- 

ashi Hikaru)의 드로잉이 더해져 당시의 상황을 오감으

로 체험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흥미로운 스토리를 미디어아트를 활용해 환상 이미지

를 연출한다. 스토리텔링을 도입한 미디어아트는 열

린구조로서 관람객의 오감을 확장시키는 새로운 커

뮤니케이션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이다.

3.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건축

건축은 용도와 목적에 따라 적절한 재료로 실용적 

미적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공간구조물을 만드는 공

간예술이다. 마샬 맥루한의 미디어론에 따라 건축은 

인간을 보호하는 기능을 갖는 인간피부가 확장된 감

각기능으로 유추할 수 있다. 건축에 접목된 미디어아

트는 전통적인 방식의 공간구조에 다채로운 미적체험

을 제공하며 감각을 확장한다. <Fig. 7>은 서울의 한강 

복합문화공간으로 세계 최초로 물에 떠있는 건축물

이다. 한강을 아름답게 밝혀주는 3개의 섬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빛이 겹칠 때 가장 많은 색을 만들어 내

고 있으며, 삼원색이 조화를 이루어 세 가지 빛이라는 

뜻이 담겨있는 작품이다. 이는 유리와 금속으로 만들

어진 건축의 표면이 다채로운 색상의 빛효과로 관람

자의 감각을 확장시키고 있다. 이는 본연의 건축 표

면재질에 색채와 움직임이라는 조형적 요소가 접목

되며 원본에서 확장된 표면효과를 보여주는 사례이

다. <Fig. 8>은 베이징의 건축물로 미디어아트를 접목

하여 거 한 LED를 사용하였다. 독창적인 유리벽은 

약 2,000m² 크기의 인터랙티브 표면으로 구성되며 중

국 최초의 태양광 시스템을 통합하고 있다. 이것은 태

양에너지를 낮에 저장하고 어두운 곳에서 화면을 비

추는데 사용하며 그라데이션으로 색상을 바꾸고 무늬

를 만들어 건물을 빛내고 있다. 이는 건물 외관의 장

식, 엔터테인먼트 및 공공참여를 위한 반응형 환경으

로 전환되고 있다. 미디어아트가 접목된 건축은 관람자

가 원형의 건축물을 바라보는 것과는 다른 경험을 통해 다

채로운 상상력과 미적감감을 주는 오감을 통한 열린 구조

의 상호작용을 더울 활발하게 하는 공간을 제공한다. 

4.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회화

회화는 평면에 점, 선, 면과 색채 등의 요소로 형상

을 그려 내는 조형미술이다. 회화에 접목된 미디어아

Fig. 5. Vivaldianno city of mirrors.
Adapted from Kim

(2017). http://www.joynews24.com

Fig. 6. War Sum Up.
Adapted from Hotel Pro Forma and Latvian Radio Choir

(2011). https://www.hotelproforma.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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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는 미디어의 영상기술을 통해 오감을 모두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관객과 작품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가상공간이 되기도 하는데, 관객은 전

통적인 회화작품보다 더욱 몰입되어 참여하는 가운

데 새로운 체험을 통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된다. <Fig. 

9>는 130년 전 반 고흐(Van Gogh, 1853∼1890)가 남긴 

명작들을 현 적으로 재해석하여 음악과 함께 감상

하는 미디어아트 미술전시이다. 그의 작품세계와 작

품 속 시 상황, 작품의 색채가 빛과 음악이 만나 재탄

생된 이 전시는 액자 안의 작품이 아닌 미디어 프로젝

터를 응용하여 벽면에 전부 반 고흐의 작품이 가득하

고 그에 어울리는 음악이 함께 나와 반 고흐의 일생을 

알기 쉽게 한눈에 볼 수 있으며, 마치 관람객이 반 고

흐가 그림을 그리던 시  속 상황으로 들어온 듯한 감

각으로 확장시킨다. 그림에 햇빛을 담아내는 것을 중

요하게 생각했던 반 고흐의 철학에 걸맞게 미디어아

트에 빛의 요소를 활용하여 작품을 더 빛나게 하는 것

에서도 폐쇄적으로 존재하던 지식을 오감을 통한 마

샬 맥루한이 언급하였던 폐쇄구조가 아닌 열린 구조

의 감각으로 전달하고 있다. <Fig. 10>은 클로드 모네

(Claude Monet, 1840∼1926)의 원작에 빛을 활용한 미

디어아트를 접목한 작품이다. 영상의 빛이 만들어내

는 패턴과 색채가 인상주의 화풍의 모네 작품특징을 부

각시키고 있다. 영상을 통해 움직이는 그림들이 마치 살

아있고 눈앞에 있는 듯한 이미지를 공간 표면에 입혀 관

람자가 인지하게 하여 전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를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시각과 청각

뿐만이 아닌 수백 종류의 꽃들을 가꾸었던 모네의 지베

르니 정원을 후각으로 경험하도록 조향시설과 오브제

를 통해 모네의 정원 향기를 맡아볼 수 있는 경험을 하고 

Fig. 9. Van Gogh Inside.
Adapted from Van Gogh Inside

(2016). https://vangoghinside.modoo.at

Fig. 10. Monet's impressionism exhibition.
Adapted from Monet's impressionism Exhibition

(2018). http://lovemonet.com

Fig. 7. Sevit Islands.
Adapted from Some Sevit

(2011). http://www.somesevit.co.kr

Fig. 8. Zero Energy Media Wall.
Adapted from GreenPix: Zero Energy Media Wall

(2008). https://www.arch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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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깝게 있는 듯 시⋅공간을 초월한 공감각으로 감각을 

확장시킨다. <Table 1>은 미디어아트가 접목된 무용, 음

악, 건축과 미술의 특성 분석을 정리한 표이다. 

IV. 미디어아트를활용한
패션디자인특성분석

패션과 미디어아트가 활용된 패션디자인의 분석

은 미디어아트가 활용된 무용, 음악, 건축과 회화의 

분석으로 도출된 특성을 준거로 하였다. 추출된 세 가

지 유형으로는 구조의 변형, 감각의 확장과 표면효과 

그리고 열린 구조로서 의사소통의 도구이다. 미디어

아트를 활용한 패션디자인의 분석은 다음과 같다. 

1.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패션디자인 분석

1) 구조의 변형

미디어아트가 접목된 타 분야에 나타난 구조의 변

형은 컴퓨터 기술 기반의 영상도구나 이미지로 무

의 구조를 바꾸거나, 가시적인 이미지로 환영을 만들

Art Analysis Characteristics

Dance using
electronic media

- Traditional dancing corresponded to the period of ‘oral communic-
ation age’ by McLuhan.

- Dancing applied media based on electronic technology maximizes 
the experience of the five senses while expanding the communica- 
tion of verbal communication by auditory and tactile, and extends 
the vitality of communication

- Dancing applied media based on electronic technology create new 
space with virtual image surface effect and extension of sense by the 
coexistence of real and fiction

- Virtual imagery based on electronic technology creates a huge space 
and transforms into a new structured spaces

- New communication tool as a open 
structure

- Transformation of structure 
- Variation of Structure and direction
- Coexistence of real and fiction
- Original dance changes from closed 

communication to open communica-
tion

Music using
electronic media

- Traditional music corresponded to the ‘oral communication age’ by 
McLuhan

- Create new space with Virtual surface effect image of stage
- Stimulate imagination of audience
- Communicate with people through virtual image implemented with 

media technology
- The virtual image made based on the background of the music is use

d as a tool of communication with spectators by stimulating various 
senses and the effect of storytelling provided to spectators

- Music using electronic media becomes a new tool to the audience for 
communication

- New communication tool as a open 
structure

- Virtual image surface effect through 
expanded five senses

- Transform to new structure
- Original music changes from closed 

communication to open communica-
tion

Architecture using
electronic media

- Traditional architecture provides a spatial structure with practical 
aesthetic and practical spatial 

- Architecture is a extended sense of human skin
- New virtual image surface effect creates has been formed by comb-

ining the formative element of color, light effect, movement from the 
original construction surface material, and it creates expanded sense 
from original surface provide

- Architecture using electronic media becomes a new tool to the aud- 
ience for communication

- New communication tool as a open 
structure

- Virtual image surface effect creates 
expansion of the sense from original 
creature provided

- Variation of Structure and Direction
- Original architecture changes from 

closed communication to open com-
munication

Painting using
electronic media

- It expands the senses with synesthesia beyond time and space
- The virtual moving images in front of the viewer enable the viewer 

to recognize the message of the exhibition wants to convey more eff-
ectively

- Impressionism painting stimulate the principle of impressionism by 
using real light effect with technology

- Painting using electronic media becomes a new tool to the audience 
for communication

- New communication tool as a open 
structure

- Original painting changes from clo-
sed communication to open commu-
nication

- Virtual image surface effect through 
expanded five senses

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media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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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내는 것 등으로 나타났다. 패션디자인에서는 미디

어기술이 접목되기 위한 구조로 전통적인 의복구조

가 전복된다. <Fig. 11>은 디즈니(Disney)와의 파트너

십을 통해 리차드 니콜(Richard Nicholl, 1977∼)이 디

자인 한 해파리 드레스이다. 이 드레스는 팅커벨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런던의 패션소재 전문회사인 Studio 

XO와 공동으로 제작되었다. 의복 내부에는 광섬유로 

제작한 패브릭에 고강도 LED를 장착하였다. 섬유로 

바느질된 광섬유로부터 빛을 전달하는 광섬유 케이

블로 만들어진 슬립 드레스이다. 내부에 장착된 작은 

배터리는 전압을 가동하기 위해 필요한 것인데, 이는 

운동화에서 에너지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운동을 통

해 에너지를 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기본적인 

슬립 형태의 회색빛 드레스가 내부에서 광섬유로 인

해 불빛이 나오면서 소매와 밑단 부분에 해파리 같은 

실 모양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는 관객에게 단순한 

옷의 형태에서 미디어아트의 기술을 만나 마치 우주

의 은하계와 같은 이미지 연상 등을 통해 감각의 확장

을 가져온다. 미디어아트를 적용한 특정 조건이 변인

으로 이를 적용한 의복은 종속계가 성립된다. <Fig. 12>의 

드레스는 골격을 나타내는 ‘BONE’을 테마로 한 컬렉

션이다. 일상 속에서는 덮여서 보이지 않는 뼈에 주목

하여 이를 밖으로 존재하게 하는 아이러니한 개념을 

디자인에 반영하였다. 양복 속에 파묻힌 골격을 겉으

로 이동하는 가운데 내부에는 뼈가 사라지는 상황으

로 전통적인 의복의 내부 형태가 아닌 새로운 것으로 

내부가 부각된다. 어두운 런웨이는 뼈 로 만든 드레

스 외곽의 라이트를 활용해 블랙에서 엑스레이처럼 

하얗게 부각되는 가운데 시각적 변형을 보여주는 쇼

가 진행되었다. 뼈  아래에는 골격이 빠지고 가죽이 

축소된 상태를 표현한 옷을 착용시키고 있다. 디자이

너가 설명하는 뼈 에 해당하는 부분에 미디어아트 

기술을 활용하여 뼈의 형태가 디자인의 컨셉이 보다 

역동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모델의 워킹으로 뼈 구

조의 의복이 다채로운 시각적 역동성을 유발시키며 

관람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가운데 감각의 확장을 

가져오는 사례이다.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패션디자

인은 전통적이 방식의 의복의 구조를 미디어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외부적, 내부적으로 변형된다. 또한 새

로운 미디어아트 기술이 제공하는 센서기술에 의한 

빛과 색채로 역동적인 효과는 물론 관람자에게 오감

을 통한 작품체험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2) 감각의 확장과 표면효과

미디어아트에서는 가상의 이미지가 무 의 배경, 

작품 내부 공간 등에 투영되어 환상 이미지를 연출하

였다. 미디어기술의 재료적 특성을 응용한 패션디자

인에서는 의복 위에 영상과 이미지가 혼합되어 가상

의 문양에 의한 표면효과가 연출된다. 반복적으로 나

타나는 모티브가 기하학적인 문양이 되는 사례, 그림

을 그리며 하나의 작품이 되어가는 과정의 사례, 동화 

속 이야기를 이미지로 표현하는 사례 등 패션디자인

에 문양을 활용한 가상의 유동적 표면효과의 적용이 

가능해 졌다. 다양한 영상 이미지는 어떠한 제한이 없

Fig. 11. Richard Nicholl-jellyfish dress.
Adapted from Arthur

(2014). https://www.forbes.com

Fig. 12. Anrealage 2013 S/S.
Adapted from ANREALAGE 2013 S/S COLLECTION

｢BONE｣ (2013). http://feverblog.jugem.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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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시적인 효과로서 패션디자인의 창의적인 메세

지를 관람자의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표현이 가능

하다. <Fig. 13>의 컬렉션의 주제는 ‘LIGHT’이다. 컬

렉션의 옷들은 전부 시커먼 어둠에 스포트라이트가 

비춘 것 같은 디자인으로 모델의 얼굴이나 손가락 끝, 

귓속까지 새까맣게 칠해지고 검은 양복의 중심부가 

하얗게 떠오르고 있다. 그라데이션의 자카드, 디지털 

프린트, 게이지와 색깔을 그라데이션으로 엮은 니트, 

니트를 니들 펀치로 연결한 것 등 그 수법은 가지 각색

으로 모두 시커먼 어둠에 빛이 닿은 듯한 디자인을 전

개하였고 패턴과 함께 매혹적인 둥근 실루엣을 창출

했다. 중반에는 빛의 동그라미가 작아지며 흰 양복을 

흑색으로 덮어 변화를 주었다. 직접 펠트를 가공하거

나 레이저 절단한 것으로 표현하였고 검은 리본 테이

프를 과잉으로 수놓은 것도 있다. 후반은 새까만 옷에 

특수한 자외선 광선을 쏘아 빛을 비추고 체크, 격자, 

꽃 등의 무늬와 색으로 다채로운 형상으로 나타났다. 

빛을 비추자 순식간에 나타나는 선명한 색에는 캄캄

한 밤에 꾸는 꿈과 어둠에 감춰져 있던 요소들이 빛과 

함께 나타난다는 창의적인 발상으로 극적인 효과를 

준 사례이다. 이미지의 변화에 의한 역동적인 연출로 

창의적인 의복구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한 방법으

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2012년에 아틀리에 레옹

(Atelier LeonLeon)은 박람회를 위해 LED 조명 드레스

를 디자인했다(Fig. 14). 암스테르담의 과학 센터 NE- 

MO에서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여 제작하였다. 물속

에서 나오는 사다리꼴 모양의 배 모양이 거꾸로 된 물

방울 모양처럼 만든 의복으로 솔기는 옷의 표면 위로 

물결처럼 흘러내리고 LED 조명이 드레스에 내장되

어 무지개 색상을 사용한 화려한 애니메이션이 연출

되어 전통적인 드레스에 역동적인 다채로움으로 관

람자의 오감을 확장시킨다. <Fig. 15>의 드레스를 제

작한 디자이너는 “나는 벌레 공포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나는 나의 두려움을 덜어 줄 방법을 찾고 있었

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그에 관한 치료법으로 

자수법을 발견했다. 이 컬렉션에서는 레이스로 덮인 

긴 팔 모양의 드레스를 입고 거미줄을 치고 거미줄을 

치는 긴 팔 모양의 드레스를 만들어 냈고 사슴벌레 모

양의 조개껍질을 잘랐으며 부드러운 모헤어 스타일

의 드레스를 선보였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흰색의 

패턴일 뿐이지만 어두워지면 그것은 형광 빛의 벌레

가 마치 드레스에 붙어 있는 듯한 착각을 할 정도로 섬

세하게 묘사되고 있다. 전자기술 기반의 미디어아트

를 활용한 패션디자인은 전통적인 의복의 폐쇄적인 

구조에서 다채로운 미디어의 효과로 표면구조가 확

장되는 새로운 표현효과를 제공하고 있다.

3) 열린 구조와 의사소통의 도구

전자기술 기반의 미디어아트의 소통구조는 필사문

화와 활자문화 시 의 폐쇄적인 구조에서 오감을 통

한 열린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Fig. 16>은 핑크색 & 

검은색 컬렉션의 화려한 드레스는 프랑스 실크 시폰

    

Fig. 13. Anrealage
2015 F/W.

Adapted from Brown
(2015). https://patternpeople.com

Fig. 14. Atelier LeonLeon
- LED dress.

Adapted from Atelier LeonLeon
(2012). http://www.atelierleonleon.nl

Fig. 15. Rami Kadi
2015-2016 F/W couture.

Adapted from bcr8tive
(2016). https://bcr8tiv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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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오간자 소재에 매그넘에 의해 조직된 10,000개의 마

이크로 LED를 장착하고 분홍색과 검은색의 블랙베

리를 수놓아 꾸며져 있다. 드레스에 보이는 마이크로 

LED의 애니메이션과 색상은 해시태그  #makeitaback 또

는 #Makeitpink를 사용하여 트위터(Twitter)를 통해 제

어할 수 있으며 드레스는 USB를 통해 충전된다. 영상

기술에서 보다 진화한 제어방식의 드레스이다. <Fig. 

17>의 드레스는 비가 오는 동안, 박물관의 젖은 표면

에 반사되는 빛을 흰색, 검은색, 은색, 회색의 팔레트

로 이미지를 만들어 의복에 적용하였으며, 알루미늄 

코팅의 나일론의 신소재로 얇고 부드러운 소재를 사

용하였다. 의복의 색상과 형태는 아이폰(iPhone)의 앱

(App)을 통해 제어되고,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에 연결

되는 혁신적인 기술이 적용되었다. 인터넷과 소셜 미

디어에 연결된 미디어기술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개

념이 의복에 적용된 사례이다. <Fig. 18>의 드레스는 

‘2013년 8월 27일, 제12차 세계 전이 끝난 후, 17세

기의 왕이 자신의 딸과 결혼하였다’는 동화 속 이야기

를 미디어아트 이미지로 만든 것을 의복제작에 활용

하였다. 또한 이 컬렉션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프로젝트의 첨단기술 분야를 응용하였는

데, 3D 인쇄기술과 드레스 형태에 맞는 스크린을 만들

어 드레스에 투영된 영상이 드레스 전체를 통해 연출

되었다. 총 15벌의 드레스에 미디어아트 기술을 적용

하여 책 한 권의 내용을 영상으로 연출하였다. 스토리

텔링을 전자기술을 활용해 의복에 적용하여 의복의 

조작자가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등은 의복의 기

능을 확장시키며 역동적 조작이 가능하다. 또한 의복

이 적용된 기능을 제어하는 조작자에 의한 새로운 종

속적 관계가 성립하는 사례이다.

2. 미디어아트가 활용된 패션디자인 특성 

1) 역동성

역동성은 활발하고 힘차게 움직이는 성질로 긴장

과 이완의 사이를 오고가면서 관객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요소이다(“Dynamic”, 2011). 패션디자인에서는 

미디어아트의 빛과 색, 구성의 변화 등을 의복에 적용

하는 가운데 역동성이 부각되고 있다. <Fig. 13>–<Fig. 

14>에서는 센서를 활용한 LED 조명의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다채로운 컬러와 빛의 변화를 통한 긴장을 

유발한다. 또 다른 역동적인 특징으로는 스토리텔링

을 의복에 적용한 사례가 있다. <Fig. 18>은 드레스를 

스크린으로 만들어 스토리텔링의 영상을 관람자에게 

제공하는 형식으로 역동적인 요소를 보여주고 있다. 

움직이는 영상이나 빛을 활용한 컬렉션은 다채로운 

문양의 변화를 연출하여 의복이 입체적으로 움직이

는 감각을 전달하게 된다. <Fig. 15>의 드레스에서는 

옷에 그려져 있는 벌레가 빛을 만나자 살아 움직인 후 

돌아가는 팽이처럼 빛나게 하였는데 이미지가 특정 

자극에 해 연속적인 변화를 연출하여 관람자의 긴

장감을 유발시키고 있다.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패션

디자인은 오감을 확장시키는 기술, 창의적인 예술성

을 담은 다채로운 효과와 스토리텔링 등의 요소를 의

Fig. 16. Pink & Black
collection.

Adapted from CUTECIRCUIT
(n.d.). http://cutecircuit.com

Fig. 17. CuteCircuit
2014-2015 F/W.

Adapted from Dunne
(2014). https://www.fastcompany.com

Fig. 18. Franck Sorbier
2012-2013 F/W haute couture.

Adapted from Madame Le Figaro
(n.d.). http://madame.lefigaro.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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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에 연출하여 극적인 구성을 연출할 수 있다. 

2) 확장성

마샬 맥루한은 전자기술을 활용한 미디어를 촉각

적 매체로서 인간의 오감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인

간감각의 확장을 가져온다고 하였다. 미디어아트를 활

용한 패션디자인에서의 확장성은 다음과 같이 분석

되었다. <Fig. 18>의 드레스는 환상 이미지를 연출하

는 미디어아트를 의복 전체에 활용하여 인체에 입혀

지는 의복의 일반적인 관념을 넘어 예술공간으로서 

확장되고 있다. 드레스에 투영된 영상이 전달하는 스

토리텔링과 다채로운 이미지들로 관람자는 감각의 

확장을 체험하게 되는 두 가지의 확장성으로 분석되

었다. <Fig. 15>에서 의복의 형태는 어두운 무 에 묻

히는 반면 미디어아트가 의복에 표현된 초록색의 빛

으로 만들어진 굵은 선이 거미의 형상을 만들고 있다. 

관람자는 빛으로 부각된 의복에 연출된 가상의 거미

형상을 인지하는 가운데 오감을 자극하게 되며 감각

의 확장을 체험하게 된다. 또한 패션디자인의 전통적 

표현방법의 한계를 전자기술을 활용한 미디어아트를 

활용해 극복할 수 있다. 색상을 변형하여 새로운 디자

인을 만들기도 하고, 조명구조를 올려 마치 의상에 레

이어드한 효과를 보이는 등으로 볼 수 있다. 미디어아

트의 기술력을 활용한 형태의 변화와 영상에 의한 변

화에 따라 미래적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다. <Fig. 18>

의 드레스는 테크놀로지와 판타지가 만나 투명한 밝

은 빛을 비추어 황홀한 느낌을 주었으며 동화를 내레

이션 하는 구성과 판타지를 연출하고 있다. 미디어아

트가 반영된 현  패션디자인에서는 전통적인 의복이 

전달하는 감각과 상상력의 확장을 가져오고 있다.

3) 종속성

종속성이란 다른 변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성

질을 뜻하는 것으로 미디어아트는 전자기술이 적용

되는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Jo, 2007). 전자기

술과 이를 적용시키는 상의 특징이 변인이 되어 나

타나는 결과는 종속적인 관계로 성립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미디어아트가 활용된 패션디자인에서는 미

디어아트의 기술과 의복착장자의 감정 상태가 변인

이 되는데,  미디어에 측정된 정보가 전달되고 전달된 

정보에 따라 의복의 형태가 구현된다. 전자기술이 적

용된 특정 기술이 변인으로 다른 결과를 견인하게 되

는 원리이다. <Fig. 11>의 드레스는 착용자의 감정과 

신체와 가까운 환경을 통해 착용자의 감정적 상태를 

변화시키고 예측할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반응을 감

지하는 착용형 기술을 통해 감정과 성격의 표현을 조

사하고 생체 측정기술로 신호를 측정하고 이를 표현

하는 빛으로 방출하는 것이다. 또 다른 변인으로 미디

어아트가 구현되는 환경을 변인으로 종속적인 결과

가 연출되기도 한다. <Fig. 16>의 드레스는 스마트폰

의 앱으로 제어가 가능하게 조작되는 장치를 통해 의

복과 조작자의 종속적인 관계를 설정하게 된다. <Fig. 

15>의 드레스는 조명이 어둡거나 밝은 환경이 변인이 

되어 초록색 빛으로 만든 의복에 구현된 거미가 다양

한 시각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전자기술의 종류와 

이를 적용한 환경요소가 변인으로 의복에 활용하는 

가운데 창의적인 패션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다. <Ta- 

ble 2>는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패션디자인의 세 가지 

특성을 정리한 표이다.

V. 결   론

현  사회는 전자기술 기반의 미디어발달로 다양

성의 문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영역 간의 경계를 허물

며 사회변혁을 가져오고 있다. 인간의 역사는 당  기

술에 따른 미디어를 통해 소통하며 발달하고 있다. 

즉, 미디어의 유형과 변화는 사회구성원들의 사고방

식에 중요한 변인이 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인간의 역

사변천의 인과관계에 있는 커뮤니케이션 매체인 미

디어를 연구하는 저명한 학자 마샬 맥루한은 이러한 

미디어유형의 발달에 따라 인간의 역사를 구분하고 

그 특징을 설명하였는데, 지금의 시 를 전자기술 기

반의 미디어 시 로 과거 부족사회의 청각에 기반한 

촉각의 이상적인 시 에 견주며 기 감을 드러내었

다. 단일감각의 폐쇄적인 소통의 시 를 벗어나 오감

을 통한 열린 구조에 의한 합리적인 미디어를 바탕으

로 한 이상적인 시 라고 하였다. 전자기술 기반의 미

디어를 활용한 미디어아트는 전통적인 방식의 미술

에서 관람자와의 오감을 자극하는 상호작용과 소통

으로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새로워지고 있다. 관람

자와의 상호작용으로 소통하는 미디어아트가 다양한 

예술과 디자인 장르에 활용되며 장르 간의 경계가 무

너지는 다원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미디어가 활용된 무용, 음악, 건축과 회화를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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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구조의 변형, 감각의 확장과 표면효과, 열린 구

조와 의사소통의 도구의 세 가지로 도출되었다. 미디

어아트가 활용된 패션디자인을 위의 세 가지 특성을 

준거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의상

디자인에 과학기술이 접목되는 가운데 새로운 개념

의 의복이 디자인되었다. 의복에 뼈 를 만들어 빛을 

발현하게 하거나 미디어아트로 만든 이미지를 의복

에 투영시키기 위해 의복구조가 변형된다. 둘째, 의복 

위에 미디어아트의 영상과 이미지가 입혀져 의복의 

표면이 변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기하도형을 사

용한 반복적인 문양, 그림을 그리며 하나의 작품을 표

현하는 문양, 동화 속 이야기의 영상을 보여주는 문양 

등으로 의복을 더욱 더 다채롭고 새롭게 한다. 셋째, 

미디어아트가 활용된 패션디자인은 오감을 자극하

며 새로운 구조의 소통을 만들고 있다. 조작자에 의해 

변형되는 의복이나, 신체운동으로 의복 내부에 장착

된 곳에 저장된 에너지를 활용하여 빛을 만들고, 조작

자에 의해 의복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 등은 새로운 열

린 구조와 의사소통으로서의 패션디자인을 분석되

었다. 이러한 세 가지 근거로 분석되어 도출된 미디어

아트를 활용한 패션디자인의 세 가지 특성으로, 첫째

는 역동성이다. 미디어아트의 그래픽에서의 움직임

이 패션디자인에서도 적용되어 시각적인 역동성을 

만들어내었다. 특히 빛의 움직임이 부각되었고 옷의 

형태와 색을 변화시켜 옷이 움직이는 시각적 효과를 

강조한다. 둘째는 확장성이다.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

는 미디어아트를 응용한 패션디자인에서도 인간의 

신체와 오감을 확장시키는 특징을 볼 수 있는데, 전통

적인 의복의 표면에 구현되는 빛과 색채의 변화 등이 

구현되는 것은 관람객의 오감을 자극하며 감각의 확

장을 보여준다. 가상 공간 속에 실제로 있는 환영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생동감 있는 간접 체험을 할 수 있

Characteristics A image of work Analysis

Dynamics

    

Visual movement by various effect from electro- 
nic media.

- Light movement
- Ultraviolet-light motion
- The 3D shape of a digital pattern
- Storytelling structure

Expandability

  

Expandability of the five senses of man

- Future imagery display
- Meeting technology and fantasy
- Changes in clothing patterns by media techni- 

que
- Expand the boundaries of traditional clothing

Dependence

  

Media technology and user interaction

- Emotional state change
- Environmental changes
- Alternative with energy

Table 2. Characteristics of fashion design using electronic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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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로써 현실과 가상세계의 모호한 경계에서 시⋅
공간을 초월하는 시⋅공간의 확장이며 동시에 의복

이 구현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경계의 확장이기도 

하다. 셋째는 종속성이다. 신체와 주변 환경이 인간신

체 및 감정 상태를 상호작용하고 그것이 옷의 디자인

이 변화함으로 인해 드러났고 주변 환경의 여러 변인

에 따라 영향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사회에서 미래 

패션발전에 한 혁신적인 매체인 미디어아트가 패

션과 만나 그 특성이 어떻게 표현 되었는지를 분석하

여 특징을 도출하였다. 전자기술 기반의 미디어아트

가 패션디자인에 활용되어 창의적인 컨텐츠의 다양

성과 새로운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겠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이를 활용한 패션테크놀로지 산업에 지속적

인 시도와 상용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 하며 이에 

향후 전자기술 기반의 미디어가 활용된 패션디자인

에 관한 후속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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