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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lve into what type of expression mode of fashion design could suit the
life style of digital nomads, as the appearance of nomadic life style was concurrent with people's modified way of thinking
and sociocultural changes in today's digital society. It's basically meant to define the roles of fashion design, which was
discussed as a way of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as a sort of 'culture,' and to suggest some of the right directions for
fashion design in the future. The culture of today's digital era is marked by a pursuit of high mobility and high speed, and
by nomadic disposition that is built on flexible thinking. The kind of design that lets people carry nomadic things with
them and thereby improve their mobility can satisfy their needs for mobility, and body-friendly design that functions as
a device of information in itself can meet their needs for mobility as well. The leading example of the latter is a wearable
computer, and wearable scientific technology will be taken to another level, thanks to the advance in digital technology.
In the future, that will be more accessible to people in general, and subminiature digital equipment will gain popularity
in fashion industry as part of textiles and clothing or as an accessory. And specific kinds of design will be widespread,
including variable design, multi-functional design and modular design. The first serves as a tool to protect the human body
and to facilitate the adaptability of it to the given circumstances, and the second is characterized by a superb physical and
psychological protectability. The third lets wearers bring design to completion at their own option, owing to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open-minded people and the development of interactive media. All these types of design could be called
a wearer-friendly, human-oriented design that is specifically appropriate for the digital age. Wearers can actively be
involved in design process as productive consumers, which is expected to help increase opener practices in fashion design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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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1세기는 디지털 기술이 갖는 특성과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하여 나타나는 디지털 사회의 도래로 인해 사회, 경제, 정치,

문화전반에 다각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디지털 사회에서의 시

공간 개념의 붕괴와 사람과 사람, 집단, 제도, 정보들 간의 새

로운 관계의 성립은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생활양식이나 사회

구조,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디지털에 의한 변화를 백욱인(2003)는 탈중심화, 세계화, 조

화력과 분권화로 정의하였고, 홍석기(2000)는 과거의 거리와 장

소의 제약을 받던 시대에서 정보통신기술의 혁명에 의한 거리

의 소멸로 디지털 시대를 정의하였으며 편혜원·정혜원(1999)

은 도시유목민과 레고문명으로 21세기를 정의하였다. 

패션은 단순한 물리적 존재가 아닌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갖

고 인간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표현하는 문화적 도구이자 사회

적 표상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디지털이라는 기술혁명을

화두로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회문화의 다양한 현상

들 속에서 한 시대의 문화의 일부분인 패션에 있어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디지털 사회에서

패션은 디지털에 의한 기술자체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하나의

‘문화’로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의미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사회의 신인류로 규정될 수 있는 디

지털 유목민의 문화와 디지털 유목민적 생활양식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패션디자인의 표현형태를 분석함으로써 인간의 생활을

위해 존재하는 패션의 역할을 확인하고 미래의 패션디자인의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유목민적 생활양식에 의한 의식구조와 사회문화

적 변화를 사회, 문화, 예술 등의 문헌과 정기간행물 등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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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이론적 연구를 통하여 파악함으로써 현대 패션디자인을

분석하고 미래 패션디자인의 방향을 제안할 수 있는 이론적 근

거를 마련한다. 이 이론적 연구를 토대로 패션관련 사진자료의

분석을 통해 디지털 유목민의 생활양식을 충족시켜주는 현대

패션디자인을 외적인 형태와 표현형식에 근거하여 파악하는 실

증적 연구를 병행토록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디지털 유목민의 개념과 발생배경

휴대용 정보기기의 발달과 사이버 공간의 등장으로 특정 시

간이나 장소, 대상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에서든 원하는

사람과 장소에 연결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고 관계를 맺으며, 자

유로이 현실과 가상의 공간을 넘나드는 생활양식을 갖는 디지

털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만들어 낸 신인류를 편혜원·정혜원

(1999)은 ‘21세기 사전’에서 ‘유목민(nomad)’이라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삶의 형태와 문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동이 중요한 가치인 현대의 유목민은 첫째, 오로지 생각과

경험, 지식이나 관계만을 축적하는 가벼움을 추구하고 둘째, 창

의적으로 중요한 것에만 집중하는 자유롭고 창조적인 사고를

소유한다. 셋째, 살아남기 위해서는 항상 접속하고 있어야 하므

로 언제나 전송수단을 몸에 휴대하고 다니며 네트워크를 통해

인간관계를 형성한다. 넷째, ‘함께 나눈다’는 어원처럼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며, 시대를 앞서가고 소외되지 않는 박애로 그 특

성을 설명하였다. 

디지털 사회에서 새로운 유목민의 탄생에 가장 직접적인 영

향을 끼친 것은 첫째,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을 포함하는 첨단

기술의 발달이다. 이미 일반화되고 있는 무선 랜(WLAN-

Wireless LAN), 블루투스(bluetooth), 지그비(zegbee), 초광역

무선통신(UWB)과 같은 개인 근거리 통신망(무선 PAN)의 발

달은 정보에의 접속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사적인 자율성과 기

동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제도화

된 직업과 일터에서 해방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자

하는 유목민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둘째, 현대의 첨단 기술로 인한 기계적 자동화 공정의 증가

는 인간의 물리적 노동을 대신하고 있다. 이로인한 여가시간의

증가나 레저 활동의 보편화, 여행이 일반화되는 현상은 새로운

유목 문화 발생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다. 도시민의 교외 생

활로 SUV(Sports Utility Vehicle), RV(Recreational Vehicles)

유형 차량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개념지도(concept map)

의 발달은 유목생활을 위한 정보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이혜진,

2002).

셋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선택해 자신의 정체성을 조립하고 전자 메일과 채팅, 휴

대전화 등으로 공간적 한계를 초월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새로운 세대의 유목민적 성향 등을 들 수 있다(이민정,

2003). 디지털 유목민의 왕성한 호기심과 탄력성의 성향은 신

기술을 배우는데 언제나 적극적이고 열린 사고와 변화에 적응

하는 탄력적인 태도를 소유하여 새로운 정체성과 인간관계를

형성한다. 

2.2. 디지털 유목민의 사회적 특성

소유개념의 변화 : 정신적 가치와 최소한의 유목물품만을 지

니고 떠날 수 있어야 하는 디지털 유목민적 생활은 소유의 개

념에 변화를 가져오면서 렌탈시장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이동을 위한 자동차에서부터 주거에 이르기까지 렌탈을 통해

사용함으로써 소유의 개념보다는 사용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휴대개념의 확산 : 끊임없이 이동하며 접속의 상태를 유지하

기 위하여 각종 정보기기의 휴대가 일반화 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기능의 통합화를 가져오면서 제품의 부피면에서

는 소형화되는 반면 기능면에서는 대형화되는 추세를 보인다.

이에따라 모든 정보기기를 비롯한 유목적 물품들의 휴대가 간

편해지면서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그들이 하고자하는 일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게 되었다. 형태의 축소가 가능

하고 가벼워진 다양한 형태의 이동기구의 등장 역시 휴대를 가

능하게 하여 어디든지 쉽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속도감의 추구 : 유목민 문화로 대변되는 디지털 문화는 이

동성과 함께 빠른 속도감을 추구한다. 컴퓨터의 활용으로 신속

정확한 것이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요구되어지며 속도가 하

나의 문화적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빠른 확산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의 문화가 사회전방에 영

향을 미치는 속도 즉 확산 속도가 광속에 가깝게 빨라졌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영향의 파급범위가 넓다는 것을 뜻한다.

자유의 추구 : 빠른 속도와 함께 일탈과 자유가 일상의 주제

인 디지털 유목민에게 성에 대한 개방과 신체관의 변화는 또

하나의 문화로 확대되고 있다. 섹슈얼리티 표현의 관대함, 저

연령층에 일반화된 성에 대한 정보들, 동성애에 대한 인식의 변

화, 오락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

이 그것이다. 성에 대한 관심은 곧 몸에 대한 관심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느 때보다도 건강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끊임없는

노력이 행해지며, 디지털 시대의 빠른 변화에 대한 편승으로 얼

굴과 몸의 형태를 바꾸어보는 성형수술이 일반화되고 있는 것

이다(이혜진, 2002). 성형의 유행이나 다이어트의 열풍 등은 신

체와 관련된 현상이 사회현상으로 부각된 상황에서 ‘신체’나

‘신체관’에 변화가 일어난 것을 의미한다. 

 

2.3. 디지털 유목민 문화에 의한 사회문화적 변화 

이동기구의 다양화 : 디지털 유목민의 자유로움과 속도의 추

구는 다양한 이동기구를 등장시키고 있다. 

인라인, 킥보드, 스케이트 보드 등을 사용하는 연령과 성별,

사회적 지위의 구분이 점차 모호해 지고 있다. 스포츠용으로 인

식되어지던 기구들이 이동을 위한 일상적 수단으로 사용되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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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접거나 다른 조작을 통하여 휴대가 가능하도록 한

소형다목적 이동 기구의 일반화, 산악용도심용휴대용 등 다양

하게 구분되는 기능별 자전거, 근거리 출퇴근용으로 사용되는

기능별 스쿠터 등의 확대 사용 등을 통하여 이동기구의 다양화

를 확인할 수 있다. 

고강도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휴대용 스케이트 보드인 stow-

board는 가볍고 집어넣을 수 있는(stow-away)기능을 가지고 있어

서 이동을 위해 단 몇 초 만에 1/3의 크기로 접을 수 있다. 경량

화와 형태변형의 가능성으로 어디든지 가지고 다닐 수 있기 때

문에 이동을 편리하게 하고 가방에 넣어 휴대할 수 있다(Fig. 1).

복합기능의 일반화 :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불가능할 것 같

았던 기능과 기술의 융합을 가능하게 하면서 다양한 복합기능

의 제품을 만들어 낸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디자이너들은 다기능적인 면과 이동

의 편리성을 동시에 갖춘 시스템적 디자인을 고안, 현실화하고

있으며 이것은 하나의 물건으로 통합되어 있지만 다양한 기능

을 보유하고 있는 제품을 개발토록 하였다. 과거엔 두 가지 기

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제품이 필요했지만, 디

지털 기술의 발달은 두세 가지의 기능을 결합한 하나의 제품을

탄생시킨다. 이러한 디지털 기기들은 기능면에서는 확대, 다양

화되고 크기나 디자인면에서는 점차 소형화, 악세서리화 되고

있다.

Eleksen사의 soft wrist phone는 강철소재를 Eleksen사의 직

물인 ElekTex로 감싼 밴드와 연결한 것으로써 이 전화기는 부

드러워서 팔목에 차면 손목시계로 기능하고 펼치면 딱딱하게

되어 전화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Fig. 2). 

휴대개념에 의한 소형, 경량화 : 디지털 유목민은 항상 접속

의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송 수단을 몸에

휴대해야 하므로 각종 정보기기는 더욱 작아지고, 얇아지고, 가

벼워지면서 인체와의 거리를 좁히는 방향으로 디자인될 것이다.

인간이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안경, 시계, 의복, 기타 액세서리

등과 정보기기의 결합은 기존 제품들이 가지고 있는 인체와의

친밀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가볍고 작아진 디지털 기기들

은 액세서리처럼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져서 인간의 신체 자체가 움직이는 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하도

록 하고 있다. 

Eleksen의 ‘감지하는 직물’인 ElekTex는 인간공학 영역의 대

변혁을 준비하면서, 착용식 컴퓨터 사용을 위한 잠재력을 보여

준다. 가볍고 세탁이 가능한 ElekTex는 딱딱해져서 형태를 만

들 수 있고 얇은 한 겹의 다른 소재로 덮여 질 수도 있으며

고체형태를 감싸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 이러한 기능은 부드러

운 전화기나 PDA 키보드를 만드는 것을 가능케 한다. 키보드

사용자들은 단순히 둘둘 말아서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풀 사이즈의 키보드를 사용할 수 있다(Averett, 2003)(Fig. 3).

공간개념의 변화 : 물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한 곳에 정착하

려 하지 않으며, 특히 여가와 업무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가상

공간과 현실공간을 넘나드는 현대 유목민의 생활양식은 공간의

개념을 변화시키고 있다. 백욱인(2003)는 디지털에 의해 집과

사무실, 일과 놀이가 하나다 될 것이라고 예견한바 있다. 산업

시대에 직급의 상하를 보여주던 사무실은 아이디어의 장이자,

끝없이 움직이며 변화하는 요구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공

간이 되고 있으며(이미옥, 2002) 수평적인 관계에서 사회적인

관계(social connection)와 커뮤니케이션, 구성원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는 대안적 사무실(alternative office)은 디지털의 첨단

기술에 힘입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벨기에 가구회사인 Bulo사가 미래의 개인 사무가구로 개발한

Easy Rider는 하나의 책상과 하나의 의자를 연결하고 바퀴를 달

아 이동성을 강조한 개인적 사무실 공간으로써 공항이나 호텔

의 로비 등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오피스의 기능을 할 수 있

는 노매딕 오피스(nomadic office)를 구현한 것이다(Fig. 4).

각 개인의 정체성의 공간에 대한 개념 역시 변화되어 더 이

상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네트워크 상의 가상 현실적 사이트가

되며 사이버 사회의 본격적인 도래로 새로운 사이버 문화 공동

체가 등장하였다. 컴퓨터를 매개로한 가상의 공간 안에서는 익

명성이 보장되며 공동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 위치

뿐 아니라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물리적 공간조차 초월하여

새로운 인간관계와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3. 디지털 유목민 문화와 패션디자인

3.1. 인체친화형 디자인

디지털 유목민이 접속을 위해 사용하기 편하고 대중적이며

    

Fig. 1. pronto sports, stow-board 

   Design Net, 309, p.26.

Fig. 2. Eleksen,soft wrist phone 

   스포츠 테크, p.80.

Fig. 3. Bulo, nomadic

  office, easy rider, Design

  Net, 64, p.71.

  Fig. 4. Eleksen 키보드 

     http://blog.naver.comspeed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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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잘 띄지 않는 물건부터 시작하여 의복이나 안경, 시계 등

에 장착된 것, 그 후에는 의공학적 이식까지도 포함하는 인체

에 장착된 것을 사용할 것이라고 한 편혜원·정혜원(1999)의

예견처럼 가볍고 간소하며 축소 지향적인 물품을 원하는 디지

털 유목민의 사고와 태도는 유목을 위한 물품을 신체에 밀착하

거나 부착이 가능하도록 하는 패션디자인을 요구하게 되었다. 

휴대의 기능 : 현대의 도시 유목민들은 다양한 형태와 기능

의 유목물품을 항상 휴대하고 다닌다. 디지털 유목민의 휴대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패션디자인은 주머니의 기능을 강화하

거나 인체에 밀착될 수 있는 가방인 바디 백의 형태로 나타난

다.

주머니 기능의 강화는 Mandarina Duck의 Egg cell에서 볼

수 있다. Egg cell주머니는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일반적인 주머

니의 크기와 모양을 갖는 디자인이지만 필요에 따라 확장이 가

능한 형태로써 일상화되는 다양한 정보기기를 휴대하기에 편리

하도록 하는 기능성을 갖는다(Fig. 5).

Kosuke Tsumura의 final home jacket은 pocket system을

디자인의 요소로 채택하여 하나의 작품으로 선보이고 있다. 방

수기능의 나일론으로 제작된 이 재킷에는 긴 지퍼가 여러 개

부착되어 있고 지퍼를 열면 도시 유목민을 위해 필요한 모든

물품을 소지할 수 있는 다수의 주머니가 있어서 의복으로써의

역할과 함께 도시 거주민의 최후의 집, 최종의 가정으로써 주

택의 기능을 가진다(Quinn, 2003)(Fig. 6) 

주머니 기능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는 ‘입을 수 있는 가방

(wearable luggage)'의 개념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바디 백은 인

체에 밀착되는 형태를 가지며 주머니와는 달리 필요에 따라 탈

부착이 가능하고 손으로 들 필요가 없는 사용상의 편리성을 지

닌다. 

Samaonite Blacklabel의 travel wear collection은 가방의 물

리적 특징을 옷에 결합하여 입는 가방의 개념을 실현하고 있다.

탈부착이 가능한 백벨트 형태의 detachable bag pocket은 바지

나 치마 어디에도 착용할 수 있으며 커다란 포켓 안에는 필요

한 용품을 보관, 휴대할 수 있다(Fig. 7). 

주머니 혹은 가방의 기능을 가지면서 동시에 휴대의 개념을

실현하는 또 하나의 디자인으로 Karry Safe의 body safe wear

를 들 수 있다. Body safe wear는 신체에 직접 착용할 수 있

는 벨트 형태로 현대인의 이동을 위해 필수적인 크레디트 카드

와 모바일 폰, 열쇠 등을 소지할 수 있으며 인체에 밀착되고

벨트처럼 착용할 수 있으므로 밖으로 두드러져 보이지 않게 유

목의 물품을 소지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Fig. 8). 

웨어러블 컴퓨터 : 모든 미디어는 인간의 심리적 또는 물리

적 확장으로써, 옷은 피부의 확장이라고 한 김홍기(1988)의 견

해처럼 디지털 시대의 패션은 제2의 피부의 개념이 확대된 신

체와 디지털 환경을 접속시키는 접속체로서의 디지털 미디어

역할을 부가함과 동시에 정보기기와의 결합을 통해 이동의 목

적을 실현하고 있다. 

스마트 의류(smart clothing), 인텔리전트 웨어(intelligent

wear), 사고하는 의류(clothes that think)라는 용어로 묘사되는

웨어러블 컴퓨터의 가능성은 소형화되고 더 저렴하며, 강력해

진 전자적 요소와 무선 커뮤니케이션, 이동 가능한(portable) 컴

퓨터의 발전에 기인한다(Quinn, 2002b). 

웨어러블 컴퓨터는 디지털 시대의 다양한 정보기기와 의복

의 결합을 의미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지금까지의 컴퓨터가 한

장소에서 혹은 이동은 가능하지만 정지 상태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면 웨어러블 컴퓨터는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또는 이

동하면서도 정보를 발신, 수신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웨어러블 컴퓨터는 다양한 장치가 완비되어 있고, 인간 활동

과 통합하며 향상된 다목적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무선네트워

크와 연결되었을 때 웨어러블 컴퓨터는 더욱 다양한 기능을 수

행할 수 있게 된다(Averette, 2003).

Levi Strauss는 Philips와 공동으로 ‘Levi
®

s ICD+’라는 브랜

드로 옷과 현대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입는 전자제품이라는 컨

셉으로 만들었다. 

Philips는 ICD+의 테크놀로지를 개발하고 Levi
®
’s는 이러한

테크놀로지를 디자인에 통합하면서, 재킷 안에 통합된 리모컨,

이어폰, GSM 휴대폰, MP3 플레이어를 서로 연결시켜 신체

    

Fig. 5. Mandarina Duck egg

  jacket, 2000-2001 The

  Supermodern Wardrobe, 

  p.129

 Fig. 6. Kosuke Tsumura  final 

   home jacket The Fashion of

   Architecture, p.102

Fig. 7. Samsonite Blacklabel, 

   travel wear collection, detachable 

   bag pocket pant, 2000-2001 The

   Supermodern Wardrobe, p.39 

   스포츠 테크, p.155.

 Fig. 8. Karry Safe, body safe 

    wear  http://www.karrysafe.com 

    



10 한국의류산업학회지 제9권 제1호, 2007년

영역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재킷을 만들었다. 착용자는 세 가지

개별 부품들을 가지고 다니기 보다는 이러한 기기들이 통합되

어 있는 재킷을 통하여 세 가지의 기능을 한꺼번에 얻을 수

있을 것이다(Fig. 9).

Philips의 staying alive coat는 보다 극한 상황에서 생존의

수단이 될 수 있는 디지털 의복으로 GPS가 내장되어 있어 착

용자의 위치를 정확히 추적할 수 있으며 경도, 위도, 예상되는

날씨 뿐 아니라 착용자의 위치까지 제공하며 스포츠용 의류인

techno suffer suit는 위성항법장치, 전자스키 패스 기능, 체온센

서기를 내장하고 있어 외부적 위험요소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뿐 아니라 체온이 일정온도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몸을

덥히는 기능을 함으로써 의복을 통하여 생존 및 신체적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Fig. 10).

DuPont등의 섬유업체는 전자신호와 전류가 통하는 새로운 직

물인 일렉트로 텍스타일(electro textile)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

러한 직물의 연구는 입기만하면 체온, 혈압, 맥박을 체크할 수

있는 전자의류의 생산을 가져올 것이다.

웨어러블 컴퓨터라는 컨셉은 이제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범

주를 벗어나 패션의 세계로 들어서고 있다. PDA나 휴대폰과

같은 것들이 이미 일반적인 휴대품의 범주에 들어서고 있고 이

를 핸드백이나 패션 액세서리처럼 여기게 되었으며 이는 패션

의 범위의 확장을 의미한다. 

웨어러블 컴퓨터의 등장으로 정보기기의 디자인은 지금까지

상자 안에 넣는다는 발상과는 전혀 다른 측면으로 발전하여 하

나의 독립적인 패션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며 인간의 신체는

그 자체가 개인 영역의 네트워크가 되고 인간은 걸어 다니는

사무실이 될 수 있다. 앞으로의 정보기기들은 단순한 단말기의

성격을 지양하고 인간의 몸을 통한 바디 넷을 만들어 갈 것이

며(최지영·간호섭, 2003), 신체보호나 신분상징과 같은 기존

의 기능을 수행하는 수준을 넘어선 미래형 의복으로써 인간 능

력의 연장차원으로 영역을 넓히게 될 것이다. 

3.2. 다기능성 디자인

여가와 노동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스포츠와 레저가 일상화

되고 있는 현대의 유목민적 라이프스타일은 무엇보다도 실용성

과 기능면에 있어서 유연성을 가진 의복을 요구하게 되었다. 의

복은 단순히 활동에 편리하고 실용적인 의미의 기준을 넘어 인

체와 가장 밀접한 하나의 ‘공간’으로 인식되어지고 있으며, 복

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거대 도시환경에서 각각의 상황과 개

인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다기능성의 도구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형태의 변형 : 인체에 가장 인접하여 사적인 환경을 만들면

서 ‘언제 어디든지 옮겨 다닐 수 있는 공간(portable environ-

ment)’이라는 의복에 대한 새로운 개념은 의복을 통해 편안하

면서도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디자이너들의 의도에

의해 가시화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 착용의 목적을 넘어 공

간 혹은 도구로 변형될 수 있는 디자인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기능성 혹은 실용성의 추구는 ‘인체’를 위한 디자인

을 기본으로 주변 환경이나 급격한 물리적, 사회적 환경의 변

화에 대처할 수 있는 다른 형태로의 변형 가능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는 ‘인체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생성, 유지해 줄 수

있는 도구’로서의 의복의 발전을 의미한다. ‘변형’이 가능한 디

자인들은 먼저 ‘입는 옷’으로서 형태를 지니고 있어야 하며, 다

음으로 한 가지 이상의 다른 형태로 전환이 가능한 구조를 지

니며 제2, 제3의 기능을 위해 변형되었다가도 다시 원래의 형

태로 재구성될 수 있어야 하는 조건을 가진다.

Vexed Generation의 wrap liberation jacket은 의복의 개념과

소형 여행가방의 개념 사이에서 착안된 것으로 지퍼를 이용하

여 스톨이나 재킷, 웨이스트 코트 등의 다양한 형태의 의복으

로 변형될 수 있으며 주머니 혹은 가방의 역할을 할 수도 있

다. 착용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의복

의 형태를 구성할 수도 있고 지퍼를 이용한 여러 개의 주머니

    

Fig. 9. Philips-Levis
®

   ICD+
TM

, Philips Rush 

   Mp3 player, GSM mobile 

   phone, soft-touch remote

   control pad, 2000 The

   Supermodern Wardrobe,

   p.14,15

Fig. 10. Philips, staying alive, 

   Techno Suffer suit 스포츠 테크,

   p.82.

 Fig. 11. Vexed Generation, wrap

    liberation jacket  http:www.archive.

    vexe d.co.uk/vexed 2005

  Fig. 12. Hussein Chalayan,

      reinterprets chairs The Fashion 

    of Architecture, 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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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워크맨이나 모바일 폰 등의 소형의 아이템부터 A4용지의

크기까지 다양하게 보관할 수 있어 이동시에 편리성을 부여하

고 있다(Fig. 11). 

공간의 변화에 적응하는 의복의 기능은 Hussein Chalayan의

reinterprets chairs에서도 볼 수 있다. 의복과 결합된 판넬을 이

용하여 의복으로도 의자로도 사용될 수 있는 다기능성 의복의

구현은 유목민의 이동의 욕구에 부합하기 위한 디자인 시도이

다. 인체의 골격에 맞도록 디자인 되어 있는 중심을 따라 헤드

레스트와 팔걸이를 갖춘 의자는 착용자가 앉는 곳이 어디이든

장소의 변화에 관계없이 개인적인 의자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

도록 한다(Fig. 12).

C.P. Company의 the transformables collection은 ‘움직이는

도시’에서의 기능성을 컨셉으로 하여 pvc소재를 사용하여 공기

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쿠션이나 암췌어 등으로 변형이 가능한

파카를 선보이고 있다. 평상시에는 재킷으로 착용되는 파카는

필요에 따라 어깨와 소매가 부풀려져 등받이와 팔걸이가 되고

파카의 아랫부분은 앉을 수 있는 의자로 변형되어 쉴 수 있는

사적인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Hood cloak tent 역시 의복의

기능과 함께 공간 개념의 이동성을 갖춘 디자인으로 과도적 공

간, 비장소인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평소에는 후드가 달린 긴

망토로도 착용될 수 있고 장소의 변화에 따라 텐트처럼 변형이

가능한 디자인으로 어깨에 들어있는 철제 심은 텐트를 형성하

는 골격이 되고 망토는 텐트가 되는 것이다(Fig. 13). 

Lucy Orta의 refuge wear는 주변 환경으로부터 신체를 보호

하고자 하는 개념으로 디자인되었으며 개인에게 부여될 수 있

는 최적의 환경, 최소한의 공간은 텐트의 형태를 차용한 의복

으로 표현되어 의복이 인체를 위한 또 하나의 도구로써 변형되

었음을 의미한다(Fig. 14). 건축물의 기능이 전통적으로 정적이

었음에도 불구하고 패션디자이너들에 의한 건축적 공간과 패션

과의 접근법은 이동성과 자유의 원리를 공간과 장소라는 개념

들과 융합시킨다(Quinn, 2003).

새로운 시공간의 개념을 갖는 현대의 유목민에게 의복은 신

체를 위한 공간일 뿐 아니라, 공간의 이동에 따라 용도가 변화

될 수 있는 의복의 개념을 보여줌으로써 수시로 변화하는 환경

에 대응할 수 있는 다기능성의 도구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보호 기능성 : 과도한 정보와 교통의 발달로 인한 타인과의

거리의 근접성은 초현대성(supermodernity)이라는 개념으로 정

의될 수 있으며 초현대성이 갖는 비장소성(non-place)은 우리가

신체적 공간과 심리적 정보를 소비하는 것을 가속화하는 한편

신체적, 심리적 보호를 위한 필요성을 증대시킨다. 테크놀로지

가 결합된 디지털 시대의 의복은 이런 문제들에 직접적으로 반

응하는 능력으로 규정되어질 수 있다(Quinn, 2002a).

항상 이동하고 매일 장소를 달리하여 일하는 디지털 유목민

들은 인체의 활동을 돕고 기후의 변화와 도시의 소음, 공해, 또

는 범죄 등의 물리적 위험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며 다양하게

변화하는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 ‘물리

적 보호’의 기능을 수행할 뿐 아니라 CC 카메라 혹은 타인의

시선 차단을 통해 익명성을 보장받고 있다는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심리적 보호’의 기능으로써의 확장을 패션에서 추구하고

있다. 

물리적 보호 기능성을 가진 의상들은 착용자에게 외부 요인

들 즉 다양한 기후 조건이나 외부로부터의 유해환경 또는 타인

으로부터의 고의적 공격이나 우연한 상처로 인한 육체 손상에

대응할 수 있는 보호의 기능을 갖춘 의상이다. 

Hussein Chalayan의 backlayer dress는 쿠션 형태의 푹신하

고 높은 칼라를 이용하여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함

과 동시에 정신적인 안락감을 부여함으로써 물리적 보호와 심

리적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디자인이다. 부드럽고 푹신한 느

낌의 소재는 심리적 안정감과 함께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받

을 수 있는 물리적 보호 기능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으며 여러

겹으로 레이어드 된 의복의 형태는 신체를 여러 겹으로 감싸줌

으로써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신체가 보호 받을 수 있다는 느낌

을 갖도록 한다(Fig. 15).

Vexed Generation의 SABS(see and be seen) jacket은 높이

올라오는 깃과 후드로 눈을 제외한 얼굴을 가림으로써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 자전거를 타기 위한 의복에서

시작한 이 의복은 자전거를 타는 동안 주변 시야를 가리지 않

도록 하면서 머리와 얼굴을 비와 바람으로부터 보호해주기 위

    

Fig. 13. C.P. Company transformable

  collection inflatable jacket, 2001 hood

  cloak tent Design Net, 64, p.61.

 Fig. 14. Lucy Orta, refuge wear  

    The Fashion of Architecture, 

    p147.

Fig. 15. Hussein Chalayan,

  echo form collection,

   backlayer dress,1999-2000

   The Supermodern 

   Wardrobe, p.116.

 Fig. 16. Vexed Genernation, jacket,

    2001-20002 스포츠 테크, 

    p.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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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투명패널로 만든 후드를 사용하였다. 3M사의 반사 직물

을 안감으로 사용하여 어둠 속에서는 소매 끝의 지퍼를 열거나

뒤 중심의 가운데를 펼쳐서 빛을 반사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외부에 알릴 수 있으며 어둠 속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Bolton, 2002)(Fig. 16).

현대의 도시환경은 여러 가지 물리적 위험 뿐 아니라 낯선

타인의 시선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까지, 위험을 느끼는 범위가

확대되어 감에 따라 물리적 보호 뿐 아니라 심리적 보호 기능

성을 갖춘 의상을 요구하게 만든다. 

You Must Create(YMC)의 웨이스트 코트 위의 탈부착이 가

능한 후드는 얼굴 전체를 감싸는 디자인일 뿐 아니라 앞으로

길게 연장된 형태로써 착용자가 이 후드를 사용하여 얼굴 전체

를 가림으로써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심리적 안정감을 찾을 수

있게 한다(Fig. 17).

C.P. Company의 goggle jacket은 선글라스의 특징을 의복에

도입한 것으로써 외부의 시선을 차단하는 효과와 자신의 시선

을 드러내지 않는 선글라스가 갖는 특징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

을 철저히 숨기고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하는 심

리적 보호의 기능을 만족시키고 있다(Fig. 18).

3.3. 모듈러 디자인

디지털 유목민에게 의복의 실용성, 기능성과 함께 자유를 추

구하고 개성을 중시하는 경향은 패션에 있어서는 착용자의 의

사에 의해 의복의 형태를 결정짓는 행위로 나타난다. 수정이 쉽

고 부분제작을 통한 결합방식이 가능하여 작업 진행과정 중 언

제라도 수정이 가능한 디지털 작업의 특징으로 숙련된 통합적

사고보다는 분석적이고 접근적인 사고를 통한 디자인 작업이

가능해지고 그 결과 디자인 과정의 벽이 낮아지면서 일반 대중

에게도 그 참여와 개입의 기회가 넓어지고 있다.

전통적인 디자인 작업은 디자이너가 한 제품에 대해 전체를

완성시키는 방법으로, 완성된 디자인을 소비자가 변경하는 것

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디지털 유목민의 유연적 사고와

생산소비자로써의 역할은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형태가 변형될

수 있는 가변성의 디자인체계를 요구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요

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디자인 형태가 모듈러 디자인이다. 모듈

러 디자인은 각 조각들을 연결시키는 위치나 방법에 의해 다른

형태가 완성되는 레고 블럭처럼 디자이너가 제품을 여러 부분

으로 나누어 각 부분을 각기 다른 형태나 색상으로 다양하게

디자인 한 후 소비자가 각 부분을 자신이 선호하는 것으로 선

택하고 조립하여 디자인을 완성해가는 방법으로서 자신만의 스

타일을 완성해갈 수 있도록 의도된 디자인이다.

‘변화하는 의상(metamorphic garments)’을 컨셉으로 하는

Patric Cox의 piece는 지퍼와 스냅 등을 이용한 탈부착의 방법

으로 한가지의 아이템을 다양하게 변화시켜 그 기능성을 최대

화할 수 있게 한다. 셔츠의 소매를 탈 부착할 수 있도록 하여

탱크 탑이나 티셔츠로 변형이 가능하며 스커트의 길이 역시 상

항이나 필요에 따라 지퍼를 이용하여 다양하게 변형시킬 수 있

는 모듈러 개념의 의상이다. 특히 Patric Cox piece 라인의 모

든 디자인은 납작하게 접혀서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디자

인되어 휴대가 간편한 이동성의 특징을 갖는다(Fig. 19).

Vexed Generation의 디자인은 착용자의 필요와 의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형될 수 있고, 다시 원래 형태로 전환이 가능

한 모듈러 시스템을 보여준다.

Spiral skirt zip은 나선형으로 달린 지퍼를 이용하여 자유롭

게 스커트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으며, 착용자의 의도와 미적

욕구에 따라 언밸런스한 스커트 라인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Fig. 20).

Issey Miyake의 A-POC(A Piece Of Cloth)은 새로운 테크

놀로지를 이용한 혁신적인 제작 방법을 보여줌으로써 디지털

시대의 패션이 추구하는 새로움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튜

브 형태의 니트 원단에 머리에서 발끝까지의 코디네이션이 가

능한 전체 의상을 연속적으로 만들어냄으로써 누구든 원하는

아이템을 재단선대로 잘라 입을 수 있게 하는 시스템으로 한

줄의 실에서 시작하여 완성품에 이르기까지 전통적인 테일러링

과 소재의 특징, 봉제 기술에 의한 한계를 극복하고 착용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재단되어 입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혁

    

Fig. 17. You Must Create(YMC), 

   detachable hood 1999-2000 

   The Supermodern  Wardrobe, 

   p.52.

Fig. 18. C.P. Company, SABS

  goggle jacket, 2000-2001 The

  Supermodern Wardrobe,  p.84.

Fig. 19. Patric Cox, pieces collection

    pouches, 2002 The Supermodern

Wardrobe, p.26,27,28.

Fig. 20. Vexed Generation spiral skirt

   zip, http://www.archive. vexed.co

.  uk/vexed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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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적인 작업이라 할 수 있다(McDowell, 2000)(Fig. 21). 첨단

의 기술을 매개로 소비자가 디자인 과정에 적극 개입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착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디자인 및 코디네

이션을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Bless의 stylefree는 형태가 완성되지 않은 디자인을 제시하고

주어진 구멍에 신체의 어느 부위를 넣느냐에 따라 상의나 하의

로 혹은 가방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디자인 시리즈이다. 입는

사람의 의도에 의해 의복의 형태 뿐 아니라 아이템까지도 결정

되어지는 ‘착용자의 의도에 의해 형태가 결정되는’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Fig. 22). 

모듈러 디자인은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적 상황들 속에서 개

인이 각각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적합한 의복을 구성하고, 자

신의 스타일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의 가능성을 제공하

는 것으로, 디지털 사회의 유연한 사고와 의미가 통하는 열린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작은 단위체계가 모여 하나의 의복으로 구성된 Galya

Rosenfeld의 디자인은 작은 단위체계들의 해체, 재구성 과정을

통하여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디자인의 의복으로 탄생될 수 있

는 모듈러 시스템으로 착용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의

의복으로 구성될 수 있다(Quinn, 2002c)(Fig. 23).

4. 결 론

디지털 시대는 이동성과 속도의 추구, 유연한 사고를 소유한

디지털 유목민이 신인류로 등장하면서 이들의 유목적 성향이

문화적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디지털 유목민의 유목민적

성향을 충족시키기 위한 패션디자인은 유목적 물품의 휴대가

가능하도록 휴대의 기능을 갖는 디자인과 의복 자체가 하나의

정보기기로써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웨어러블 컴퓨터로 대표

되는 인체친화형 의복을 통하여 이동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

다. 착용할 수 있는 과학기술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더욱 발전할 것이며 미래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게 될 것이고 초소형 디지털 기기들은 직물의 일부가 되거나

의복, 액세서리 등으로 패션의 전면에 나서게 될 것이다. 패션

은 기계와의 결합을 통하여 인간능력의 확장의 도구로서 기능

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이는 패션에 있어서 범위의 확장을 의

미하는 것이다. 

주어진 환경에서 인체를 보호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도

구로의 형태변형이 가능한 패션디자인과 물리적 심리적 위협으

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보호기능성을 갖춘 다기능성의 패션디

자인은 실용성과 기능면에서 유연성을 가진 의복을 통하여 도

시 유목민에게 물리적, 정서적 안정을 부여해 줌으로써 인간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는 패션디자인의 궁극

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다. 

디지털 유목민의 열린 사고와 인터렉티브한 매체에 의하여

착용자가 자신의 의도에 따라 디자인을 완성할 수 있는 모듈러

디자인의 발달은 디지털 시대의 착용자 중심, 인간 중심 디자

인으로 규정 될 수 있다. 착용자는 생산소비자의 역할을 충실

히 수행하여 디자인 과정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패션디자인에

있어서 열린 디자인 구조가 확립되리라 사료된다. 

패션의 정신적, 물리적 가치의 기준은 인간과 인체에 있다.

미래의 패션은 인간의 활동을 돕고 더욱 심화될 유목적 성향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인간과 인체

를 기본으로 하여 기술, 디자인, 마케팅 등을 아우른 통합적 패

션 디자인의 발전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 디지털 시대의 패션

은 현대인의 유목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인간중심의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기계, 기술의 의미를 넘어서 사람과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열린 사고와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으

로 패션디자인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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