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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 concept of ‘digital’ is changing a living pattern of moderners, with having influence on the whole life of mod-
ern socie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rrange the frame of conformity to the ‘fashion as culture’ by considering the 
social and cultural phenomena being shown in relation to digital, which is a concept being watched most for the 21st cen-
tury and by trying to analyze a tendency of digital culture being shown in the modernly fashion design based on this. The 
digital culture, which is a concept of generalizing the phenomena of interactional changes in the sub-structure being 
derived by digital technology, is being shown as a tendency of fusionization and globalization, and due to this, the culture 
of digital nomads is being formed. On the other hand, a tendency of amenity caused by the reaction against the coldly 
digital technology, is forming one axis of digital culture. As the culture, which experiences the process of a change by dig-
ital technology, is reflected even on the fashion, the fusion of technology and the human body, brought about the appear-
ance and the development of the artificial body, by allowing the wearable computer to be introduced to fashion and by 
being connected directly to the body. This means the expansion of range for fashion. The destruction of a border between 
space and space, is making an opportunity of forming another ego inside the cyber space, with bringing about the mixed 
loading between the cyber space and the real space. As the border between the cyber space and the real space is being 
collapsed, the space of newly self-realization is being created. The collapse of gender is being shown as the pursuit of gen-
der, which is a nomadic concept of not giving priority to anywhere of male gender and female gender. The tendency of 
sensitive design introduced the sports look as the largely fashion trend. Fascinated with Zen thoughts is leading to a 
response to the swiftly and coldly social conditions caused by machine. The digital culture by digital technology and the 
fashion tendency being shown by its influence, meet the needs of self-realization and self-expansion for a human being, 
and satisfy the needs for the expression of self-identity for a human being, and enable the search for introspection about 
inner existence inside the 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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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세기말부터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한 디지털의 개념은 21      

세기에 들어와서 가장 주목을 끄는 개념이 되면서, ‘디지털’이       

라는 단어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통합적으로 인식되어지고 있       

다. 디지털의 개념은 산업혁명이 우리사회에 미쳤던 영향보다      

도 더 강한 영향을 우리사회에 미치면서 디지털의 속도만큼이       

나 빠르게 현대인의 생활의 패턴을 뒤바꾸어 놓고 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현대사회는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써     

빠른 속도감과 양방향대화를 가능케하는 수단을 요구하게 되었      

고 이는 ‘디지털’이라는 개념이 우리사회 생활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함으로써 디지털문화의 형성을 가져오      

게 되었다. 디지털문화의 도래는 우리사회를 산업사회의 일방      

적인 커뮤니케이션의 흐름에서 양방향의 의사소통으로, 힘 위     

주의 산업에서 섬세한 지식정보 산업, 다양성의 사회로 혁명적     

전환을 가져오고 있다. 정보의 빠른 확산 및 공유라는 디지털     

의 특성으로 인해 사회문화적 변화는 더욱 가속화되어지고 있     

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디지털이라는 기술혁명을 화두로 전 세     

계적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사회문화적 변화와 다양한 현     

상들 속에서 패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디지털문화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21세기에 디     

지털의 영향으로 나타난 패션디자인에 대한 연구는 퓨전문화,     

디지털 유목민문화, 젠스타일에 관한 연구 등으로 이루어져 왔     

으나 그간의 연구는 사회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단편적 연구에     

지나지 않았던 만큼 디지털 개념의 영향 하에서 나타나는 사회     

문화적 변화를 거시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문화적     

변화현상을 반영하고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수단인 ‘문화     

로서의 패션’과의 관련성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21세기의 가장 주목받고 있는 개념인 디지털과 관     

련하여 나타나는 사회문화적 현상을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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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패션디자인에 나타난 디지털문화의 경향을 분석, 고찰하여 봄      

으로써 21세기의 문화와 패션과의 관련성을 유추하여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21세기 정보사회형성과 관련한 ‘디지털’의 개념      

을 정립하고, 현대의 정보사회가 디지털 사회로 이행함으로서      

인간의 ‘삶의 질’과 ‘정신적인 반향’을 일으키면서 나타나는 새       

로운 사회문화적 현상을 분석하여 이를 디지털문화로 정의한다.      

이 디지털문화가 현대패션에 도입되어 나타나는 패션경향을 분      

석해 봄으로서 21세기 현대패션의 준거의 틀을 마련하고자 한       

다. 

연구방법은 이론적 근거와 실증적 연구의 마련을 위하여 각       

종문헌, 국내논문, 정기간행물, 국내외 디자인 및 패션관련 서       

적과 잡지, 인터넷 자료를 활용하려 한다.  

2. 디지털의 개념과 특징 

디지털(digital)은 사람의 손가락이나 동물의 발가락이라는 의     

미의 ‘디지트(digit)’에서 유래한 말로 사전적 의미로는 ‘손가락      

의, 손가락이 있는, 숫자를 사용하는’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디지털이란 ‘digitus finger-손가락을 꼽다. 계수화하다’ 또는     

‘di(twice)+git(get)-두 개를 얻다’라는 의미를 가지며(유수연,    

2000), 손가락의 마디와 같이 단절적으로 변화되는 과정 즉 데        

이터를 한 자리씩 끊어서 다루는 방식이다. 디지털은 문자, 소        

리, 동영상, 이미지 등 각종 정보를 0과 1의 비트체제로 통합         

처리하는 방식으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변화의 과정을 의미      

하는 아날로그와는 상반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디지털의 특성은 무한 반복성, 복구의 용이성, 조작 및 변형        

의 용이성, 쌍방향성, 압축성 이라고 할 수 있다. 무한 반복성         

은 정보를 반복 사용해도 정보가 줄거나 질이 떨어지지 않는다        

는 점이다. 즉 정보의 유실없이 무한 복제가 가능하고 가공시        

에도 품질이 저하되지 않는다. 복구의 용이성은 손상된 정보의       

복구가 용이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디지털 신호의 중간에 암        

호를 넣어서 설사 중간에 신호가 유실되었다 하더라도 원본의       

모습을 복구할 수 있다. 

조작 및 변형의 용이성은 디지털 정보가 비트단위로 저장,       

전송되므로 중간에 다른 정보를 삽입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용       

이하여 정보의 가공이 쉽고 다양한 형태로 변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쌍방향성은 디지털정보는 다채널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의 선로를 이용하여 다수의 정보의 교류가 가능하       

다는 것을 의미한다. 압축성은 정보의 양을 형태를 변형함으로       

써 크기를 줄일 수 있음을 말한다(김정호·장성원, 2000). 

손가락의 마디와 같이 분절되는 의미를 갖는 디지털 기술은       

그 특성상 애매모호한 점이 없고, 정밀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         

을 가진다. 모든 정보가 코드화된 신호로 전달되기 때문에 아        

날로그가 전송도중 받게 되는 손실이나 왜곡없이 모든 정보가       

빠르고 신속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으며 다수의 사람들이 다량        

의 정보를 동시에 공유할 수도 있다. 이러한 디지털 기술의 특         

성들은 디지털문화의 속성을 나타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3. 디지털 환경에 의한 사회문화적 변화 

현대의 문화는 대중 생활환경의 사용을 포함하며 생활양식     

뿐 아니라 산업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주형일, 2000). 기술, 경     

제의 영향은 문화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기술의 발전에     

의해 사회는 가장 크게 변화된다. 

역사적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전혀 다른 성격의 문화가     

창조된 예를 상기해보면 현재를 디지털에 의한 패러다임의 변     

화의 시기로 전제하고 디지털 기술로 인해 변화된 사회문화 분     

야의 변화양상을 알아보는 일은 현대사회의 코드를 읽을 수 있     

는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현재 모든 분야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디지털문화란 정보화     

와 기술적 혁신 즉 디지털 기술에 의해 파생되고 있는 하부구     

조의 상호작용적인 변화현상들을 총괄하는 개념이다. 이와같은     

현상은 디지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화를 포함해서 그것들과     

연계되거나 영향을 주고받는 이차적이고 간접적인 형태의 총체     

적인 현상이다. 

현재 통용되고 있는 디지털문화에 대한 다양한 개념과 정의     

들 중에서 프랜시스 케언크로스는 과거 거리의 제약을 받던 시     

대에서 정보혁명이 가져다준 변화를 한마디로 ‘거리의 소멸(The     

death of distance)’로 정의하면서 그와 관련한 변화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다. ‘21세기 사전’의 저자 쟈크 아     

탈리는 도시유목민과 레고 문명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21세기     

를 새로운 언어로 정의하였으며 니콜라스 네그로폰테는 디지털     

문화를 탈중심화(decentralizing), 세계화(globalizing), 조화력   

(harmonaizing), 분권화(empowering)의 4가지 정의로 요약하였    

다(김인경, 2002). 

21세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난 디지털화는 사회, 경제, 정치,     

예술, 문화 전반에 다각적인 변화를 야기시키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기술, 경제의 발전은 문화의 디지털화를 가져오면서 문     

화의 숫자화, 공간·시간의 혼합화를 가져오고 있다. 또한 단     

선적 연결이 공간으로 확대되고 그물망식 연결을 통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이 확산되면서(김주성, 2001) 디     

지털 시대의 양방향 대화가 가능토록 함으로써 현대사회의 인     

프라인 커뮤니케이션의 모델을 바꾸고 있다. 

디지털기술의 정보 전달 및 확산 속도의 가속화는 인터넷 네     

트워크의 발전을 통해 디지털문화에서 ‘공간’이나 ‘거리’의 의     

미를 소멸시키면서 탈중심화와 세계화의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     

으며 이를 통해 파생되는 유목민 문화는 또 하나의 디지털문화     

를 형성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에 의한 기능의 복합화와 공감     

각적 결합의 가능성은 기능적 퓨전화 현상을 가져오고 있으며     

세계화의 경향에 따른 타문화와의 접촉 기회의 증가는 디지털     

사회의 특성인 상호문화에 영향을 주는 쌍방향성으로 인해 서     

로 섞이며 새로운 개념을 탄생시키는 문화의 퓨전화 경향을 나     

타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디지털문화는 디지털기술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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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운 시대에 대한 사회문화적 반작용현상을 나타내면서 인간      

적, 자연적 특성의 감성화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3.1. 탈중심화와 세계화 

디지털사회의 도래로 네트워크가 글로벌하게 확장되면서 현     

대인들은 유,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어디든지     

(everywhere)라는 뜻의 라틴어 유비크(ubique)에서 나온 신조어.     

사용자가 장소와 시간, 네트워크나 컴퓨터의 종류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환경        

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사람들을 장소의 제약에서 해방시켜 원      

거리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지도록 하였으며 이로 인해 지역중      

심의 환경은 지역성을 넘어 커뮤니케이션그룹 중심의 환경으로      

변화되었다. 디지털이 가지고 있는 시공간성의 특징은 서로 멀       

리 떨어져 있던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을 커뮤니케이션을 통        

한 가상적인 커뮤니티 안으로 끌어다 놓았으며 그 결과 서로        

다른집단과 집단간의 문화적 차이, 민족, 인종 혹은 지역간의       

간극이 좁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21세기를 세계화의 시대       

로 만들고 있다. 

디지털이 가지고 있는 규정할 수 없는 시공간성의 특징은 물        

리적 공간을 중심으로 한 지역적, 경제적 환경의 탈중심화 현        

상을 야기시킴과 동시에 가상의 공간과 현실의 물리적 공간과       

의 연결을 가능토록하여 공간의 확장, 즉 세계화를 가능토록하       

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디지털기술의 발달은 ‘연결의 세계’의 확장을 가져왔다. 이      

러한 네트워크의 발전으로 정보의 교환과 다양한 교류가 가능       

해짐에 따라 더 이상 권위적 관계나 수직적 사고의 입지가 없         

어지고 수평적 가치관이 자리잡게 됨으로서 디지털 사회는 다       

채널 다미디어의 발달과 더불어 관계의 증대나 커뮤니케이션의      

양방향성을 통한 탈중심화, 세계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이다.  

3.2. 유목민 문화 

네트워크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기능의 발달은 장소나 시간,      

거리의 제약없이 어디서든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      

며,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제품의 부피의 축소를 가져오고 이        

에 따라 휴대가 간편해짐에 따라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그        

들이 하고자하는 일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게 되었         

다. 이러한 현상은 디지털시대의 신조어인 ‘디지털유목민’이라     

는 용어를 만들었다. 디지털 유목민이란 과거 유목민시대처럼      

사람들의 주거나 직장의 형태가 일정하지 않고 수시로 변하는       

사회이며, 이러한 디지털유목민 시대의 사람들은 휴대용 제품      

으로 무장을 하고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언제 어디        

서든지 그들의 일을 하는 사회를 의미한다(Attali, 2001)(Fig.      

3). 디지털유목민이 가지고 있는 휴대개념의 확산으로 휴대폰,      

노트북, PDA 등 각종 정보기기의 휴대가 일반화될 뿐 아니라        

접는 자전거의 휴대로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     

고 있다.   

디지털유목민에 의한 새로운 유목문화의 생성으로 이동성과     

속도가 강조되면서 온라인상에선 훨씬 강한 유목적 현상이 나     

타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이 가져다 준 정보처리 및 전달속도     

의 발전은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현상들을 통     

하여 반영되고 있다. 

유목민 문화로 대변되는 디지털문화는 이동의 패러다임과 함     

께 빠른 속도와 자유를 추구한다. 컴퓨터의 활용으로 빠르고 신     

속 정확한 것이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요구되어지며 그것은     

하나의 문화적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     

은 빠른 확산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의 문화가 사회전방에     

영향을 미치는 속도 즉 확산 속도가 광속에 가깝게 빨라졌다는     

것과 동시에 영향의 파급범위가 넓다는 것을 뜻한다. 

빠른 속도와 함께 일탈과 자유가 일상의 주제인 디지털 유     

목민에게 성에 대한 개방은 또 하나의 문화로 확대되고 있다.     

제품이미지, 광고 등의 표현에 많은 제약이 있었던 섹슈얼리티     

표현의 관대함, 저연령층에 일반화된 성에 대한 정보들, 날로     

발달하고 있는 피임기구와 약, 동성애에 대한 인식의 변화, 오     

락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는 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이 그것     

이다. 성에 대한 관심은 곧 몸에 대한 관심을 의미하는데 어느     

때보다도 건강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끊임없는 노력이 행해진     

다. 디지털 시대의 빠른 변화에 대한 편승으로 얼굴과 몸의 형     

태를 바꾸어보는 성형수술이 일반화되고 있는 것이다(이혜진,     

2002). 

유비쿼터스 환경 하에서 현대사회는 새로운 이동의 형태인     

‘유목의 문화’로 전이되고 있으며 이러한 유목의 문화는 소유     

개념의 변화, 이동성과 속도의 중시, 일탈과 자유의 추구로 나     

타나고 있다.  

3.3. 퓨전화 

퓨전이란 ‘녹인다’라는 의미의 퓨즈(fuse)를 명사형으로 만든     

것으로 사전적 의미로는 용융, 융해, 융합 등의 뜻을 가지며 연     

합, 연립, 합병, 제휴 등의 의미로 쓰인다. 퓨전문화는 둘 이상     

의 문화가 섞여 생성된 제3의 문화를 일컫는 이종교배의 의미     

를 담고 있으며 제설 혼합주의로 표현되는 것으로(류호창,     

2000), 각 장르간의 혼성적 결합으로 정의할 수 있다. 퓨전의     

개념은 1+1=2의 단순한 합이 아니라 1+1=1이라는 새로운 문     

화의 창출이며 섞임으로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를 가진 이종교     

배에 의한 진화인 셈이다. 

현대의 퓨전화경향은 단순한 문화와 문화간의 교류나 장르     

의 결합을 넘어서서 21세기 디지털기술의 영향에 의해 퓨전화     

의 변화 양상은 예측을 불허하게 하고 있으며, 변화의 속도는     

가속화되어지고 있다. 디지털시대의 퓨전은 시간과 공간의 개     

념이 허물어지고 쌍방향성이라는 디지털기술의 특성으로 인해     

상호관계가 증대되는 현실 속에서 새로운 조합과 연결의 경향     

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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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은 규정할 수 없는 시공간성을 지닌다. 이것은 디지털       

존재와 물리적 사물간의 근본적인 차이점이다. 물리적 사물이      

‘여기 아니면 저기’에 존재하는데 반해 디지털 존재는 ‘여기 그        

리고 저기’에 존재할 수 있다(김주환, 2001). 이러한 디지털의       

특성을 통해 시, 공간의 개념이 바뀐 세계에서 공간적 거리는        

의미를 잃게 되었으며 이로인해 서로 떨어져있던 물건과 문화       

가 쉽게 하나로 녹아드는 사회조건이 형성되고 있으며 디지털       

시대의 퓨전화 현상은 이러한 디지털기술의 특성에 힘입어 공       

간, 기술, 문화 등의 융합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디지털기술       

의 관점에서 볼 때 퓨전화현상은 기능의 복합화로 나타나고 있        

다. 카메라와 휴대폰이 이종교배해 만들어진 카메라 폰은 상이       

한 기능이 복합화 되면서 청각의 도구인 휴대전화와 시각의 도        

구인 카메라가 결합해 또 다른 기능이 창출되면서 공간을 뛰어        

넘어 사람의 눈과 눈을 하나로 연결해준 것이다. 복사기, 프린        

터, 스캐너, 팩스가 합쳐진 복합기, MP3를 내장한 휴대전화기,       

공기청정기를 겸한 진공청소기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전화기와     

면도기의 결합과 같은 상이한 기능의 복합화에 이르기까지 다       

양한 복합의 양상을 띄고 있다(Fig. 1). 

디지털 시대의 퓨전현상은 가치의 단극체제를 종식시키면서     

디지털 기술의 결합을 넘어서서 공간과 기술, 문화의 모든 분        

야에서 융합의 조화력을 발휘하며 공감각적(Synesthesia:하나의    

감각에 의해 수용되는 정보가 또 다른 감각에 의해 경험되어지        

는 것. 공감각적 인간은 색을 들을 수 있고, 형태를 맛볼 수          

있으며 소리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감각은 하나의        

매개를 또 다른 것으로 변이하기 위한 요소의 은유로 사용되기        

도 한다)퓨전의 가능성을 낳고 있는 것이다(이혜진, 2002). 

3.4. 감성화 

네트워크를 통해 가상과 실제가 연결되는 4차원 고등방정식      

속으로 우리의 생활은 빠져들고 있으며 그 결과 주체못할 만큼        

빠른 속도와 넘쳐나는 과잉정보,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는 사       

회 문화적인 반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사회는 산업혁명으로 얻은 장점의 대가로 많     

은 부작용을 얻었다. 이러한 부작용은 디지털시대에도 발생되     

고 있다. 디지털제품은 인간의 지적인 활동에 깊숙이 관여하면     

서 기능상의 편리성을 제공하고 있지만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나     

타나는 편집적인 커뮤니케이션이나 사이버범죄, 혹은 지나치게     

기계에 의존함으로써 발생되는 기본적이고 자연스러운 능력의     

감퇴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김주성, 2001). 

디지털시대의 사람들은 더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을 선호하는 직관적이고 감성적인 성격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     

것은 속도에 대한 디지털문화의 영향하에서 일어난 현상일 것     

이다. 돌프 옌센은 그의 저서 ‘드림 소사이어티’에서 21세기는     

이성이 아니라 감성에 호소하는 디지털문화가 문화의 전반에     

위치할 것이라고 말하였다(김주성, 2001).   

디지털시대는 아날로그시대와는 전혀 다른 사회적 특성을 지     

니고 있다. 아날로그사회에서 요구되었던 이성적 사고와 논리     

정연한 지식확보를 위한 지식의 직렬연결에서 디지털사회는 환     

경의 빠른 변화에 대응이 가능한 병렬연결이 요구되며 이로인     

해 디지털시대에 필요한 것은 직관적 감성에 의한 창조력이 되     

었다.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 지식, 무형의 지식을 창조하고 느     

끼는 일을 맡아야하며 지능이 뛰어난 인간보다는 감성이 뛰어     

난 인간의 존재가 부각되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감성에 의존하게 되고 빨리 반응할 수 있     

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이것은 사람들을 이성보다는 감성적으     

로 변화시켜 생활의 모든 면에서 끊임없이 즐거움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전의 즐거움이 일하는 즐거움이나 배우는 즐거움 등     

으로 모호하게 포장된 개념이었다면 디지털시대의 즐거움은 그     

냥 즐거움 자체이다. 또한 현명한 인간(Homo Sapiens)대신에     

유희적 인간(Homo Ludens)의 인류관이 부각되고 사람들은 유     

희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김휴종, 2000). 

이러한 감성을 중시하는 디지털문화는 디지털이 상징하는 차     

가운 시대에 대한 사회문화적 반작용으로 나타난 흐름들로, 감     

정과 내면적 여가를 추구하려는 인간본능에서 비롯되었다. 

감성화의 대표적인 예는 요가와 명상, 선에 대한 관심의 열     

풍으로 이는 디지털문화가 상징하는 속도에 대한 집착의 반향     

인 것이다. 산업사회의 물질중시의 가치가 21세기 들어서 정신     

가치로 이전하면서 이를 중요시여기는 동아시아 가치에 대한     

관심이 국제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여성배낭에 ‘요가담요’를 묶고 다니는 것이 최첨단 유행으로     

통하고 현대인의 삶에 정신적 위안과 심리적 안정을 주는 역할     

로 선사상이 일상생활에 수용, 확산되고 있다. 몸과 마음이 유     

기적으로 결합된 풍요롭고 아름다운 인생을 영위하려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인 ‘웰빙(well-being)’족의 등장으로 레저, 건강식     

품, 스포츠 시장은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좀 더 자연적     

이고 느리고 내면적인 것을 찾는데 돈을 아끼지 않는 소비자들     

이 등장하면서 ‘힐링(healing)산업, 웰빙’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     

는 것이다. 최근에는 윌더링(wildering, 대자연 즐기기)이 새로     
Fig. 1. 휴대폰과 면도기의 복합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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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산업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문명과의 단        

절이나 자연중시, 자연회귀테마가 주요한 문화의 흐름을 형성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Fig. 2).  

인간의 본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개념을 뛰어      

넘는 새로운 문화가치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만족시키는 감       

성화의 경향은 디지털문화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문화를 좀더 넓은 의미로 확대 해석한다      

면 우리사회 한쪽에서 불고 있는 복고바람과 자연으로의 회귀,       

선을 중심으로 한 동양문화의 물결은 아날로그의 큰 축을 형성        

하고 있는 반면, 퓨전과 테크노,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문화는       

디지털의 기둥을 이루고 있다(박은경, 2000). 

4. 패션에 나타난 디지털문화현상 

패션은 한 시대의 문화를 반영하고 해석하면서 발전하는 것       

이다. 21세기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디지털 기술         

은 새로운 문화의 패러다임인 디지털문화의 조류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그 시대의 문화를 반영하는 패션에도 영향을 미치        

면서 새로운 형태의 패션문화로 나타나고 있다. 

4.1. 웨어러블 컴퓨터(wearable computer)

마샬 맥루한은 60년대에 미디어에 대하여 “책은 눈의 확장       

이고 바퀴는 다리의 확장이며 옷은 피부의 확장이고 전자회로       

는 중추신경의 확장이다. 즉 매체는 메시지다. 즉 전자 미디어        

에 의해 신체가 확장된다”고 하였다(이문호, 1995). 마샬 맥루       

한이 지적한 것처럼 미디어는 결국 인간 몸의 확장인 것이다.

디지털시대의 패션은 ‘제2의 피부’의 개념이 확대된 신체와      

디지털환경을 접속시키는 접속체로서의 디지털미디어 역할을    

부가한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로서 패션을 추구한다. 이것      

은 인간의 육체와 정신이 기계와의 상호결합을 체계화하는 것       

으로써 웨어러블 컴퓨터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웨어러     

블 컴퓨터의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미국 MIT의     

미디어 랩(media Lab)에서는 현대생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컴퓨터를 패션에 도입시키고자 하는 발상을 새로운 시도로 전     

개시키고 있으며 컴퓨터의 주된 장소가 책상 위로부터 몸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즉 데스크 탑 컴퓨터는 사라     

지고 우리 몸에 입는 컴퓨터나 아예 우리 몸이나 피부 속에     

이식하는 컴퓨터가 보편화되리라는 전망이다.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는 여러 개의 작은 컴퓨터를 몸 여기저기에 지니고 다니게     

될 것이다(김주환, 2001). 

인간의 신체는 그 자체가 ‘개인 영역의 네트워크’가 되고 인     

간은 걸어 다니는 사무실이 되는 것이다. 이런 첨단의 기술적     

인 진보와 상호 작용한 패션의 흐름은 21세기의 주된 트랜드     

로 자리잡을 것이며 정보기기의 디자인이 지금까지 상자 안에     

넣는다는 발상과는 전혀 다른 측면에서 발전하여 하나의 독립     

적인 패션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최지영·간호섭, 2003) 

리바이스의 ‘착용가능한 전자제품과 더불어 기능성 의복이     

결합된 어패럴’을 런칭한 2000-2001F/W 시즌의 제품은 디지     

털 시대의 디자인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청바지 회사인 리     

바이스 스트라우스에서 필립스와 공동으로 만든 ‘Levi's ICD’     

라는 브랜드는 옷과 현대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입는 전자제품     

이라는 컨셉으로 만들어졌다. 재킷 안에는 필립스사의 휴대폰과     

MP3 플레이어가 내장되어 있으며 옷에 달린 리모콘으로 콘트롤     

한다. 리바이스의 브랜드 매니저인 Peter Ingwersen에 따르면     

1850년대 황금시대의 광부들을 위해 청바지가 태어났듯이 현     

대의 새로운 디지털노동자들의 필요에 부합하는 패션을 창출할     

것이라고 한다(한국패션센터, 2001)(Fig. 3). 

웨어러블 컴퓨터라는 컨셉은 이제 MIT의 손에서 벗어나 패     

션의 세계로 들어서고 있다. PDA나 휴대폰과 같은 것들이 이     

미 일반적인 휴대품의 범주에 들어서고 있고 소비자들의 욕구     

가 이를 핸드백이나 패션 액세서리처럼 여기게 된 것이다. 이     

는 패션에 있어서 범위의 확장을 가져오고 있음을 의미한다. 앞     

으로 정보기기들은 단순한 단말기적 성격을 지양하고 인간의     

몸을 통한 바디넷(bodynet)을 만들어갈 것이며 기존에 있는 인     

간의 모든 패션 소품들을 통해서 다양한 접목을 시도해 갈 것     

이다. 

웨어러블 컴퓨터의 등장은 디지털 기기들이 자신의 일부이     

며 모든 일상이 디지털 기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현대 디지털     

유목민의 요구를 만족시켜주면서 현대 디지털 유목민이 가지고     

있는 휴대의 개념에 근접한다. 디지털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     

들은 전자기기들을 몸에 부착하는 유목적 사고를 통해 현실에     

대한 저항과 일탈을 자유롭게 향유해 나가는 디지털 방식을 자     

신들의 해방적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다. 

디지털시대의 패션은 최첨단 과학화에 따른 다양한 첨단 소     

재와 가공법의 개발을 이루었다. 신체의 오감을 통하여 느끼게     

하는 인공적인 환경, 다중감각매체환경, 과학, 기술 혁명은 신     

소재의 개발을 촉구시키고 있다. 
Fig. 2.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웰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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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폰 등의 섬유업체는 전자신호와 전류가 통하는 새로운 직       

물인 일렉트로 텍스타일(Electro Textile)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      

러한 연구는 입기만하면 체온, 혈압, 맥박을 체크할 수 있는 전         

자의류의 생산을 가져올 것이다.    

Fig. 4는 필립스 디자인에서 만든 것으로 고신축성 직물로       

만들어진 상의와 짧은 바지에 맥박, 혈압, 체온을 모니터하는       

센서가 내재되어 있으며 착용자들에게 그들의 상태가 어떤지      

알려준다. 전도성을 지닌 자수와 프린팅은 내재된 오디오 장치       

에 연결된다(Fig. 4). 

인간신체와 디지털시대 기계인 컴퓨터와의 상호결합은 시각     

적 화려함이나 조화는 물론 사용자의 인지적 측면과 문화적 요        

소들을 고려한 인간공학적 측면에서 의복에 적용되며 이러한      

견지에서 의복은 디지털시대의 인간신체와 컴퓨터와의 관계망     

을 구축하는 인터페이스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기        

계적 테크놀러지는 인간의 조직기관을 확장시켜 삶에 대한 가       

치를 인식시키고 있으며 이는 예술과 과학과의 만남 뿐 아니라        

신체와 과학, 패션과 과학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영역의 확장으       

로까지 이어지는 토대를 이루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디지털 기        

술의 발전에 따른 패션과 컴퓨터의 접목은 신체의 공간확장과       

의복의 소재영역의 확장이라는 패션의 폭넓은 미적 사고개념으      

로 연결되어 디지털시대 패션개념을 재정립시키고 있다. 

신체장착형 컴퓨터 즉 웨어러블 컴퓨터의 일상화는 기계적      

테크놀러지와 인체와의 융합에 의한 디지털문화의 퓨전화 경향      

과 그 맥을 같이 하며 이는 디지털 유목민 문화의 휴대의 개          

념에 근접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웨어러블 컴퓨터는 사용자       

와 인공의 제품 또는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다차원적 공간성을        

패션에 도입(김현수·양숙희, 2004)시킴으로서 패션의 범위의    

확장을 가져오고 있다. 

4.2. 인공신체 

디지털시대의 패션은 자기변신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     

고 있다. 전자의복과 함께 인공신체는 디지털시대의 미적 대상       

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인공신체에 대한 관심은 가공패션의 미     

학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인체부위의 변형에 의한 형상화는 철     

제, 인공표피, 실리콘 등을 통해 성형미의 발전을 암시함과 동     

시에 자신의 신체 일부를 바꾸어보는 디지털 유목민의 일탈의     

욕구를 만족시켜 준다. 

신체 미적 외형과 신체관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른 입장     

을 취하는데 디지털문화시대는 디지털 기술과 공간개념을 통하     

여 꿈과 상상을 현실적 체험의 대상으로 구현시키고, 현실과 가     

상의 경계의 붕괴와 확장된 인간의식과 감성에 의한 정신세계     

를 유도하면서 인간성과 자아의 본질에 대한 재정의를 모색케     

한다. 

디지털 사회에서는 주어진 육체를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시     

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컴퓨터상에서 인간의 몸은 무한히 변형     

가능한 존재이다. 인간의 눈, 코, 입, 얼굴의 윤곽 등을 돋보이     

게 하던 이전의 화장술에서 벗어나 컴퓨터 상의 시뮬레이션으     

로 피부색까지 변화시키는 등 신인류의 출현을 제시하고 있다     

(이민선, 2001). 인터넷의 폭발적인 확산으로 사람들은 사이버     

공간 속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고 있으며 이제 컴퓨터의 도     

움으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가상육체를 구축하기에 이르렀     

다. 

사람들은 실제 삶에서 구현하지 못한 인물들을 실험함으로     

써 유아기에 가졌던 자기도취적인 환상에 대한 자기보상을 받     

고 있다. 유아기에 가졌던 자기완전성의 환상은 사이버 사회가     

도래하면서 가상공간 속에서 구체화 되고 있으며 이러한 개념     

은 현실공간에도 영향을 미쳐 패션에 반영되고 있다. 인간의 몸     

은 확대되거나 축소되고 또는 단편화되고, 불규칙한 각도에서     

관찰됨으로써 우리 존재의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을 재발견시킨     

다. 또는 인간 이외의 이질적인 요소들과 결합함으로써 주어진     

신체로부터 보다 적극적인 육체변형을 시도한다(이민선,    

2001)(Fig. 5).  

디지털사회에서는 기존의 문화에서 관습처럼 굳어져왔던 다     

양한 경계가 붕괴되어가고 있으며 특히 현실과 가상, 기계와 인     

  

                   Fig. 3. Levis' 1CD 쟈켓.                           Fig. 4 필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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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과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탈중심화와 퓨전화 현상은 인간과      

기계의 결합을 통한 인체 변형의 단계를 넘어서 사이보그의 탄        

생을 예견하기도 한다. 미래에는 우리는 더 많은 인공적인 신        

체부분을 가질 것이고 결국 정신과 육체가 분리되며 육체는 완        

전히 가상신체로 될 수도 있다. 

가상환경과 실제의 물리적 환경과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또      

한 실제환경과 가상환경을 동시에 연결하는 것이 가능한 디지       

털시대의 공감각적 환경은 성형을 통한 인체일부분의 변형 단       

계를 지나 실제 인체와 기계와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인류의        

출현을 예측케 한다. 

4.3. 가상공간 

디지털시대의 공간개념은 가상공간과 현실공간과의 혼재 또     

는 공유에 있다. 정보화 시대의 도래는 인류가 기본적으로 받        

아들였던 공간, 시간, 속도, 매체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변화시       

키고 있다.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공간개념인 사이버 공간의 출       

현으로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또 다른 가상의 공간이 현실          

계와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이버 공간은 컴퓨터를 매        

개로 한 상호 작용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가상의 공동체적 공         

간이다. 

디지털사회는 정보를 소유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소       

유한 자들이 새로운 권력계층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그들은 그       

들의 이념을 몸 위에 표상하고 이를 가상공간 속에 반복적으로        

노출하여 유포함으로써 대중의 공감을 형성한다. 이들은 장소      

에 구애받지 않고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가상 공동체를 형성하고 컴퓨터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가상세계      

를 만들어 냄으로써 현재에서 미래를 실현한다. 

디지털사회는 가상공간 속의 생각하는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있고 모든 것을 만질 수 있으며 다양한 소리를 만들어내고 듣         

고 느낄 수 있다. 사이버 공간 내에서는 이처럼 인간의 상상력         

에 의존하던 가상성이 구체화되어 표현되며 이러한 가상공간과      

현실공간과의 관계는 패션을 위한 수단으로 존재한다. 즉 몸이       

가진 가공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상공간은 존     

재하는 것이다.  

디지털기술에 힘입어 자기변신의 도구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디지털시대의 패션은 미디어를 통해 현실을 가장한 가상으로     

표현하고 그 가장성을 미적 특성으로 제시한다. 디지털시대의     

패션은 현실과 비현실 사이의 불확실한 영역을 공유하는 디지     

털문화코드로서의 환상성을 미적 가치로서 보편성을 가지게 한     

다. 사이버공간에서의 자기표현은 다양성과 조작 가능성을 특     

징으로 하는데 이러한 가능성은 가상공간에서의 아바타(사이버     

공간 상에서 사람의 역할을 대신하는 에니메이션 캐릭터) 패션     

을 형성시키는 계기로 연결되어 현실세계에서 제한되어있는 욕     

구나 바꿀 수 없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억압되어있는 개성표     

현 욕구를 대리 충족시키고 있다. 

컴퓨터상에서 자신의 아바타에게 의복을 입혀보고 헤어스타     

일이나 액세서리를 바꾸어보는 행위는 현실에서 제한되어 있는     

자신의 표현 욕구를 대리 만족시킴과 동시에 아바타의 모습이     

마음에 들었을 때 사람들은 현실의 생활에서도 자신의 모습을     

아바타와 같은 스타일로 바꾸어 보는 시도를 감행함으로서 가     

상공간 속의 자신의 모습 즉 아바타를 현실의 자신과 동일시하     

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안중현, 2002)(Fig. 6). 

가상공간과 실제의 공간과의 경계의 모호해짐은 가상성이 구     

체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영향으     

로 가상 환경과 실제의 물리적 환경을 동시에 연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디지털문화의 영향은 패션에서 아바타를 그 표현     

의 도구로 삼으며 구체화되어지고 있다. 패션은 가상공간을 매     

개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4.4. 유목적 개념의 성 

디지털사회에서는 기존의 문화에서 관습처럼 굳어져왔던 다     

양한 경계들, 즉 성, 인종, 계급, 그리고 인간과 식물, 인간과     

동물, 인간과 사물, 인간과 기계, 그리고 인간과 신의 경계가     

붕괴되어가면서 융합과 공존의 미학이라는 혼성적 개념 즉 퓨     

전문화를 대두시켰다. 디지털시대에 나타나는 혼성은 성별뿐만     

Fig. 5. 인공신체.

Fig. 6. Nylonmag.com의 Virtual d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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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사회, 문화, 인종의 혼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느 쪽에        

도 우위를 부여하지 않는 동일선상의 공존을 의미한다. 즉 디        

지털시대의 문화담론의 화두가 되고 있는 이러한 혼성은 이분       

법적 극단을 종식시키면서 새로운 미적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시대의 성은 사이버 공간개념을 기본 맥락으로 하여      

여성/남성이라는 서구의 이분법적 경계를 내파하면서 어떠한     

성에도 정착하지 않는 유목적 개념의 성을 추구한다. 이는 무        

성성이라는 성 경계의 함몰로서, 그리고 성의 구별이 없는 제        

3의 성, 중성적 이미지를 패션에 제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익명성을 특성으로 하는 디지털시대는 여성성과 남성성의 범      

주에 의미를 두지 않으며 남성과 여성의 혼성 혹은 여성적 가         

치관을 극대화로 표상시키는 패션 방안을 제시한다. 최근의 메       

트로 섹슈얼의 등장은 이러한 성향을 나타내는 사회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메트로섹슈얼이란 여성스러운 미소년의 얼굴에 건       

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는 남성상을 의미한다. 남성성을 유지하       

면서도 패션, 헤어스타일 등 외모 가꾸는 것에 대해 관심을 기         

울여 자신 안에 내재돼 있는 여성성을 긍정적으로 즐기는 현대        

남성을 뜻하는 메트로섹슈얼은 1994년 영국의 문화비평가 마      

크 심프슨이 일간지 ‘인디펜던트’에 기고한 글에서 여성적 취       

향의 남성들을 ‘메트로 섹슈얼’로 표현한 것이 시초이다. 이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혼성을 의미함과 동시에 디지털 시대의 문       

화적 특성인 여성적이고 섬세한 문화기저에 대한 표출인 것이       

다(Fig. 7). 디지털문화의 퓨전화 경향은 성의 분괴를 가져오고       

있으며 디지털유목민 문화의 성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는 유목       

적 개념의 성의 추구로 표현되고 있다. 

4.5. 감성디자인 

정보가 넘쳐나는 디지털시대에는 인간의 오감에 호소하는 감      

성적인 디자인을 요구한다. 감성이라는 용어는 ‘감각을 매개로      

하여 받아들이는 능력’으로 정의된다(한윤숙, 2000). 근대 이후      

무한한 미래를 향하여 앞만 보고 달려온 정보사회 현대인들은       

불투명한 미래의 상황 속에서 인간의 감성에 집중하고 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세기말적 불안과 함께 기계화, 정보화     

가 이룩한 표준화된 삶에 대한 회의를 가진 현대인들은 새로운     

안식처로서 정적이면서 자연에 동화된 삶에 관심을 가지게 되     

었다. 이러한 현대인의 요구를 만족시켜주면서 삶에 대한 정신     

적 위안과 심리적 안정을 주는 역할로 동양의 선사상이 일상생     

활에 수용, 확산되고 있다.   

20세기 서양의 과학 기술문명은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왔지     

만 인간이 자연을 지배한다는 인간중심적인 태도로 인해 환경     

오염과 생태계의 파괴현상을 보이며 지구상 모든 생물의 존재     

에 대한 위협과 인간까지 기술의 부속물처럼 여기는 상황을 초     

래하였다. 이와 같은 위기의 대안으로써 선택된 선사상은 인간     

의 내면세계와 삶의 본질을 성찰하는 동양적인 정신세계로서     

서구의 물질주의적인 가치관 속으로 흡수되어 서양문화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면서 하나의 문화적 트랜드를 형성하였다. 

과거의 오리엔탈리즘이 서양의 관점에서 동양을 대등하게 적     

용했던 경향이 아니었던 것에 비해 최근의 동양 사상은 서구문     

명의 한계를 타파해 줄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다. 과거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원화되었던 서양문화와 사상들이 이제     

21세기에 접어들면서 하나의 합일점을 찾아 동양의 문화에 심     

취하여 하나의 문화의 흐름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내면세계에 관심을 갖고, 삶에 대한 정신적 위안과     

안정을 찾으려는 선사상은 인체를 중시하는 패션 경향으로 나     

타나면서 인체와 의복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형태의 특성을 나타낸다. 자연으로부터 영감을 얻     

은 색조와 인체를 구속하지 않는 디자인을 통하여 인간과 자연     

과의 관계, 정신과 물질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있는 것이다     

(Fig. 8). 

선사상에 기저를 둔 패션은 인간의 내면세계에 관심을 갖고     

의복을 통하여 착용자의 자아표현과 개성을 나타내도록 디자인     

되고 있으며 특히 착용자의 내면의 상태를 개성적으로 표출하     

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급변하는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디지털 유목민의 내     

Fig. 7. 메트로섹슈얼. Fig. 8. 선사상이 표현된 Fashion Design.



현대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디지털문화현상  151

   

 

  

 

  

 

   

   

 

 

 

 

   

    

   

  

   

   

   

  

 

  

  

  

   

   

 

 

   

 

  

      

    

   

   

   

  
면적 여가의 추구와 자연으로의 회귀의 욕구는 건강에 대한 관        

심으로 표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레저, 스포츠 시장은 비약        

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다. 

새로운 라이프스타일로 떠오른 웰빙 열풍은 몸과 정신의 유       

기적 결합을 강조하면서 헬스와 요가를 비롯한 각종 스포츠의       

확산으로 이어졌고 이에 따라 스포츠 룩은 패션에 있어서 메가        

트랜드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샘소나이트의 여성복은 탈착이 가능한 백이 달려있어 더운 날       

씨에 물병과 같은 필수품을 저장할 수 있고 지퍼가 달린 주머니         

에서 배낭을 꺼낼 수 있도록 배낭을 옷의 일부로 디자인하기도        

한다(Fig. 9). 샤넬의 컬렉션은 스포츠복을 도입하여 화려함과 스       

포츠를 혼합한 화려한 스포츠룩을 선보였다. 몸과 건강에 대한       

욕구는 건강에 대한 필수품들을 패션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도      

록 만들고 있으며 스포츠에 대한 열풍은 길거리나 운동장을 벗        

어나서 오뜨꾸뜨르의 무대에 오르게 된 것이다(Fig. 10). 

5. 결 론 

패션은 문화를 반추하는 거울로써 우리시대의 문화 속에서      

형성되고 발전하는 것이다. 

산업에 의해 영향을 받는 문화는 특히 기술의 발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현대의 디지털 기술의 영향으로 인해 우리사회       

는 과거의 어느 때 보다도 격심한 변화의 시대를 겪고 있다.  

디지털기술의 특성으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기저의 상호작용     

적인 변화현상들을 디지털문화로 정의하였을 때 디지털문화 현      

상은 기계적 테크놀러지와 인터넷 네트워크의 발전을 통해 공       

간이나 거리의 의미가 소멸되면서 탈중심화와 세계화의 경향으      

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인해 속도와 이동성을 중시하고 성에       

대해 개방적 태도를 갖는 디지털 유목민 문화로 표현되고 있다.        

디지털문화의 또 다른 특징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서로 섞이고        

융합하면서 탈경계의 기치를 내세우고 있는 퓨전화로 정의될      

수 있으며 이와함께 아날로그적인 한 축을 형성하는 감성화의       

현상을 디지털문화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에 의해 변화의 과정을 겪는 문화는 패션에 반     

영되어 웨어러블 컴퓨터의 등장과 인공신체의 추구, 가상공간     

속에서의 아바타를 통한 자기표현의 욕구의 충족, 유목적 개념     

의 성 추구로 나타나고 있다. 

기계적 테크놀러지와 인체와의 융합은 웨어러블 컴퓨터를 패     

션에 도입시키고 인체에 걸치는 의복의 의미를 벗어나서 신체     

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면서 디지털문화의 특징인 퓨전화와 유목     

민 문화현상을 표현하고 있다. 몸에 대한 관심과 일탈의 욕구     

를 갖는 디지털 유목민 문화는 인공신체의 출현과 발전을 가져     

왔다. 웨어러블 컴퓨터의 일상화와 인공신체의 발전은 패션에     

있어서 범위의 확장을 의미함과 동시에 기계적 테크놀러지를     

통해 신체확장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있는 것이다.   

세계화와 탈중심화로 표현되는 공간과 공간의 경계의 파괴     

는 가상공간과 현실공간과의 혼재를 가져오면서 가상공간 속의     

또 다른 자아를 형성하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가상공간 속에     

서 가상의 나를 통해 가상의 패션을 완성해볼 수 있으며 가상     

의 자아는 실제의 나로 표현되기도 한다. 가상의 공간과 현실     

의 공간은 그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새로운 자아실현의 공간을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퓨전화에 의한 성의 붕괴와 디지털 유     

목민이 갖는 성에 대한 개방적 태도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어느     

곳에도 우위를 부여하지 않는 유목적 개념의 성 추구로 나타나     

고 있으며 기존의 문화에서 나타나던 남성우월의 문화는 오히     

려 섬세하고 여성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디지털문화의 영향에     

의해 여성성의 가치가 받아들여지고 있다.   

디지털문화의 다른 한 축을 형성하는 감성화의 경향은 건강     

에 대한 관심에 의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의 등장으로 패션에     

서는 스포츠룩을 대형 패션 트랜드로 도입시켰다. 인간의 내면     

세계에 관심을 갖고 정신적 위안과 안정을 찾으려는 경향은 동     

양사상에 대한 관심 즉 선사상의 심취를 불러오면서 기계에 의     

한 빠르고 차가운 세태에 대한 반향을 불러오고 있다. 

디지털 테크놀러지에 의한 디지털문화와 그의 영향으로 나     

타나는 패션경향은 인간의 자아실현과 자아확장의 욕구를 충족     

시키며 자기 정체성 표현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자기 안의 내적     

존재에 대한 성찰을 모색케 하고 있다. 

기계적이고 차가운 문화로 대변되는 디지털문화에 의한 패     

션은 궁극적으로 외적 의미보다는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감성     

에 대한 관심, 자아에 대한 내적 성찰에 그 의미를 두고  있으     

며 인간의 감성과 자아에 대한 관심의 표현을 기저로 하는 내     

적 의미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문화는 결과적으로 인간중심, 인본중심의 문화로 돌아     

가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의 진전으로 인류 사회는 더욱 인간다     

워질 것이다. 21세기의 패션디자인 역시 인간 중심의 디자인, 인     

간의 자아와 내면적 세계에 대한 성찰을 통해 내면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디자인이 요구 될 것이다. 

감사의 글 : 이 논문은 2003년도 대구한의대학교 기린연구     

비 지원에 의한 것임. 

  

  

  Fig. 9. 샘소나이트.   Fig. 10. 샤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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