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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Wearable computer focuses on functional aspects of fashion to respond to and satisfy needs for daily availability
of ubiquitous environment owing to ever-developing digital technolog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in pos-
sible developmental direction of wearable computer and thereby explore more promising directions of wearable computer
to enhance its adaptability to future advanced ubiquitous environment and also satisfy both esthetical and functional needs.
Now the wearable computer can be classified broadly into 3 types in the aspect of functionality, i.e. computer containing
‘integratability’, ‘convertibility’ and ‘interactability’. Beyond simple portability concepts based on digital devices attached
on body, it will be necessary that follow-up studies on wearable computer satisfy needs for enhanced digital functionality
to comply with ubiquitous environment as well as emotional needs inherent in clothing. It is expected that possibility of
future wearable computer will be extended via collaborative relationships between design and functionality, and should be
implemented through possible points of contact among computer, telecommunication, design and fashion.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follow-up researches and developments for wearable computer to meet both func-
tionality and esthetical values in the aspect of ‘fashion design combined with electronic products’ will help assure the vari-
ety of fashion designs for wearable computer contributing to better life quality of human in future ubiquitous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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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004년 정보통신부는 선진한국 달성의 목표를 설정하고 IT

를 기반으로 하는 유비쿼터스 환경의 조성을 통해 u-Korea를

만들어 나갈 계획으로 ‘u-IT839전략’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의 근간이 되는 유비쿼터스 환경의 조성은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달, 유무선 네트워크 기기의 소형화, 경량화를

달성하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 국가 정책의 추진속도 등으로 볼

때 향후 수년 내에 이루어 질 것으로 예견되어지고 있다. 

현대의 유비쿼터스 환경은 디지털 기기의 상시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사용자와 정보기기간의 근접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인체와 디지털 기기 즉 컴퓨터가 밀착되는 형태로의 진화를 통

해 이를 실현하고 있다. 

패션디자인 분야에서도 이러한 유비쿼터스 환경의 일상화에

대처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의복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패션디자인의 측면에서 유비쿼터스 환경의 실현을 위한

수단은 착용 가능한 디지털 의복 즉 웨어러블 컴퓨터에서 시작

되고 있다.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의한 웨어러블 컴퓨터는 디지

털 시대의 다양한 정보기기와 의복의 결합을 의미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의복의 착용과 동시에 디지털 기기들이 자신의 신체

혹은 정신의 한 부분으로 작용함으로써(조길수 외 2000), 유비

쿼터스 환경에서의 적응을 가능하게 하는 첨단 시스템 의복 형

태이다. 디지털 기능을 지닌 의복과 환경과의 인터페이스 구축

을 통하여 유비쿼터스 환경은 한 차원 상승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웨어러블 컴퓨터의 발전과 웨어러블 컴퓨터를

위한 패션디자인의 향후 방향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의 새로운 생활환경으로 자리 잡고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을 실질적이고도 쾌적한 방향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패션의 역할을 웨어러블 컴퓨터로 보고, 웨어러블

컴퓨터의 개발과 발전을 위한 유비쿼터스 환경의 변화과정을

이해하고 웨어러블 컴퓨터의 가능성과 디자인의 형태를 분류,

고찰한다. 이를 통하여 앞으로의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적응

가능성을 높이고 의복의 미적, 기능적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웨어러블 컴퓨터를 위한 패션디자인의 향후 발전방향

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적응을 위한 패션디자인의 발전방향

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유비쿼터스 환경 조성의 기반과 변화과

정, 그에 따른 디지털 시대 삶의 방식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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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므로 이를 위하여 정보통신 분야 및 사회학, 미래학 관련

서적을 통하여 유비쿼터스 환경의 발전과정과 앞으로의 디지털

환경의 발전방향을 예측한다. 유비쿼터스 환경의 이해를 기반

으로 하여, 국내외 논문, 패션 관련 서적, 관련 분야의 문헌과

정기간행물, 인터넷 자료에 의한 분석으로 웨어러블 컴퓨터를

위한 패션 디자인 연구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외 패션 디자인 및 관련 사진

자료의 분석을 통해 유비쿼터스 환경의 적응을 위한 패션디자

인의 표현형태를 파악하는 실증적 자료를 제시한다. 사진자료

분석에 의한 실증적 연구는 국내외 디자인 및 패션 관련 서적

과 잡지, 디지털 정보관련 서적과 정기 간행물, 인터넷 자료를

활용한다.

현대의 디지털 환경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접속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급속하게 변화하

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적응을 위한 패션디자인에 대한 연

구는 미래 패션 디자인의 발전방향을 제시할 지표가 될 수 있

을 것이다. 

2. 유비쿼터스 환경

디지털을 화두로 시작된 21세기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힘

입은 네트워크의 확장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환경을 만들어냈다. 유

비쿼터스는 ‘언제, 어디서나’, ‘동시에 존재한다’는 뜻의 라틴어

에서 유래한 것으로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1945년 전자 컴퓨터가 개발된 이래 우리 사회는 컴퓨터를 통

한 급속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었다. 안영무(2004)는 컴퓨터

에 의한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른 패러다임의 전환을 전산화, 정

보화, 지식화, 유비쿼터스화로 구분하였다. 전산화는 하드웨어

와 소프트 웨어를 활용하여 과거에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각종

업무처리절차를 자동화함으로써 능률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목표를 둔 정보기술의 초기 활용단계로, 다른 업무와의 연계성

이나 타 기관과의 정보공유가 불가능하고 의사결정시 정보의

활용정도가 떨어진다. 전산화에 비해 정보화는 컴퓨터와 정보,

사람을 연결시키는데 대 전환을 가져왔다. 인터넷을 통한 웹 서

비스의 보편화와 컴퓨터, 통신, 방송의 융합이 가져온 정보 서

비스의 양적 증대와 수많은 공간을 컴퓨터라는 공간 속으로 압

축해 넣어 편리성을 확보한 질적 증대가 정보화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지식화는 조직이 보유한 여러 가지 형태의 지식

자산을 체계적으로 흡입, 분류, 저장, 창조하는 작업으로, 이를

통해 조직 전체의 지식수준을 높이고 조직관리 시스템 상에서

모든 조직구성원이 이를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서 조직혁신과 문

제해결 능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컴퓨터화의 최종목표

에 해당하는 유비쿼터스화는 환경 속에 떨어져 존재하는 도로,

다리, 터널, 냉장고, 종이 등과 같은 모든 물리적 사물을 연결

하는 것으로써, 유비쿼터스화는 사물의 인터넷화를 지향하는 것

으로 유비쿼터스화를 정의하였다.

유비쿼터스 환경은 현재의 인터넷 환경을 위시하여 차세대

컴퓨팅 환경의 최종목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컴퓨터와 정보통

신이 발달한 현대의 IT기술을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

도 네트워크 상태로 접속하여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서로 떨어져 있는 사물을 가까이 근접하도록 하고, 하

나의 공간 안에서 사람과 사물, 환경이 인터렉션할 수 있는 환

경을 조성하고 있다. 

유비쿼터스 환경의 진정한 실현은 컴퓨터와 인간, 환경이 유

기적, 상호보완적으로 결합되어 디지털 환경에서 인간의 활동

을 돕고,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기계중심의 디지털 환경은 이제 인간, 환경, 신체와 기

계의 상호보완적 환경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진정한 유비쿼터스 환경의 실현이라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컴퓨터는 일상화된 하나의 삶의 방식

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접속할 수 있고, 항상 자신과 함께 움직이고 휴대할 수 있는

디지털 기기를 요구하게 되었다. 유비쿼터스 기술의 성패는 인

간과 함께 행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컴퓨터의 개발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이러한 유비쿼터스 컴퓨터 환

경은 사람의 신체처럼 자연스럽게 일체화된 웨어러블 컴퓨터를

통해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어느 누구도 PC가 대형 컴퓨터를 대체할 것으로 예측

하지 못했던 것처럼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적응을 도와 인간

생활 전반을 변화시킴으로써 보다 편리하고 윤택하게 디지털

시대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고 진정한 의미의 유비쿼터스

환경을 실현할 수 있는 도구로써의 의복도 서서히 그 성능이

향상되어 우리의 일상생활에 적용되어 질 것이다.

3. 웨어러블 컴퓨터의 개념

모든 미디어는 인간의 심리적, 또는 물리적 확장으로써 옷은

피부의 확장이라고 한 마샬 맥루한의 견해(Mcluhan 외, 1988)

처럼 컴퓨터의 발전으로 대변되는 유비쿼터스 시대의 디지털

미디어도 제2의 피부 개념이 확대된 인간 몸의 확장으로써 결

국은 인체 친화적인 미디어로 발전하리라 전망된다. 

인체 친화적 미디어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인간의 신체를 컴퓨팅 기기가 사용될 수 있는 환경

(context)으로 성정한 웨어러블 컴퓨터가 논의될 수 있다. 웨어

러블 컴퓨터는 디지털 시대의 다양한 정보기기와 의복의 결합

을 의미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여인갑(여인갑 외, 2006)은 “사

용자의 활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동안 신체, 의

복 등에 착용, 내장 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어있는 소형화, 경

량화된 컴퓨터 또는 컴퓨터 행위를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스마트 의류(smart clothing)’, ‘인텔리전트 웨어(intelligent

wear)’, ‘사고하는 의류(clothes that think)’라는 용어로 묘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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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디지털 테크놀러지에 의한 웨어러블 컴퓨터의 가능성은 소

형화되고 더 저렴하며, 강력해진 전자적 요소와 무선 커뮤니케

이션, 이동가능한 컴퓨터의 발전에 기인한다(Quinn, 2002).

미국 군사훈련용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웨어러블 컴퓨터는

1968년 MIT의 Ivan Sutherland 교수에 의해 최초로 시도되었

으며 그 후 1980년대에 이르러 토론토 대학의 Steve Mann 교

수에 의해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초기의 웨어러블 컴퓨

터는 의복의 개념보다는 컴퓨터를 분해하여 몸에 부착한다는

개념이었으며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진정한 의미의 웨어러

블 컴퓨터의 실현을 보게 되었다. 

웨어러블 컴퓨터는 단순히 컴퓨터와 정보기기들을 의복에 부

착하여 컴퓨터 기기의 활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에만 한정되

는 것이 아니라 착용자의 신체 상태를 실시간으로 의료진에게

전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는 의료시스템, 안

전을 위한 작업용 의복시스템, 스포츠의류 시스템, 위치추적 등

의 방법을 활용한 미아방지와 같은 사회시스템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그 활용의 범위는 점차 광범위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웨어러블 컴퓨터에 관한 연구는 기술, 제품, 의상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물리적, 인지적, 심

리적으로 사용자와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는 웨어러블

컴퓨터는 의복과 기술의 결합이라는 단순 논리가 아닌 다양한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의복의 관점에서 볼 때 웨어러블

컴퓨터는 단순히 디지털 기기를 몸에 부착하거나 밀착시킨다는

장소변환적인 의미를 벗어나서 감성공학, 컴퓨터, 통신, 첨단소

재, 패션 디자인의 통합을 통해 ‘디지털 기기의 활용’이라는 기

능성과 의복으로써의 인간의 감성을 중시하는 미적 측면을 모

두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웨어러블 컴퓨터는 패션디

자인 분야에서도 이미 상당부분 진행되고 실용화되어지고 있다.

본 고에서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적응을 돕는 역할을 수

행하는 전자정보 기술과 결합된 모든 의복의 형태를 웨어러블

컴퓨터라고 정의하고, 웨어러블 컴퓨터의 개념을 첫째, 의복과

디지털 기기의 결합을 통해 필요에 의하여 의복과 컴퓨터의 탈

부착이 가능하도록 하는 형태, 둘째, 기계적, 기술적 힘을 가함

으로써 형태를 변환시켜 유비쿼터스 환경의 적응을 돕는 역할

을 수행하는 형태, 셋째, 섬유기술과 컴퓨터 기술의 결합을 통

해 개발된 텍스타일을 이용하여 컴퓨터 기능을 수행하는 형태

를 모두 포함한다.

세계적인 시장조사 기관인 가트너 그룹은 유망정보기술 빅

10을 발표하는 ‘정보기술 전망보고서’에 웨어러블 컴퓨터를 포

함시켰다. 가트너 그룹은 2007년까지 미국과 유럽의 PC 사용

자 중 하루 6시간 이상 웨어러블 컴퓨터를 착용하고 다니는 사

람이 60%에 이르고 2010에는 무려 75%에 달할 것으로 분석

해 웨어러블 컴퓨터 시대를 예견하고 있다(여인갑 외, 2006).

웨어러블 컴퓨터가 의복으로써 기능하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디자인이다. 웨어러블 컴퓨터에 대한 사용성 평

가연구(육형민 외, 2004)에 의하면 도전감(challenge)이라는 준

거를 사용하여 초기 수용자와 후기 수용자로 나누었을 때 스마

트 쟈켓에 대한 사용자 경험 요소와 사용성 요소에 대한 중요

도 평정결과 초기 수용자는 스마트 쟈켓의 기능적인 면(컴퓨터

의 연장)에 사용성의 가치를 둔 반면, 후기수용자는 심미성이

나 즐거움(옷의 연장)에 사용성의 가치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웨어러블 컴퓨터는 컴퓨터 기기로서의 의미보다는 옷의

연장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며 그러므로 패션디자인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전통적인 의복착용의 목적을 충족시키면서 동

시에 유비쿼터스 환경을 만족시킬 수 있는 웨어러블 컴퓨터를

위한 다양한 패션디자인의 시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997년 미국 MIT 미디어 랩의 알렉스 팬들랜드 교수는

“Beauty & the bit” 프로젝트로 웨어러블 컴퓨터와 패션분야의

접목을 최초로 시도하였다. 2002년 10월 시애틀에서 개최된 제

61회 ‘International Symposium on Wearable Computers’에서

입는 컴퓨터의 개선방안과 의복과의 결합가능성이 논의되었고

(권기영, 2004), 일본은 웨어러블 컴퓨터 패션 쇼 “Nippon Style”

프로젝트 등을 통해 웨어러블 컴퓨터의 패션산업으로의 활성화

를 도모하고 있다(박천교, 2004). 우리나라에서도 웨어러블 컴

퓨터에 대한 연구가 정보통신부의 ‘u-IT839전략’이나 교육부 특

성화 사업의 하나인 ‘시스템 온 칩 설계기술을 기반으로 한 웨

어러블 디바이스의 개발과 교육 시스템 구축’으로 웨어컴 프로

젝트가 시행되고 있으며 차세대 컴퓨팅 산업협회 등을 중심으

로 웨어러블 컴퓨터의 실용화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 

진정한 웨어러블 컴퓨터는 실용성과 패션 감각을 모두 만족

시켜야 한다. 즉 컴퓨터를 입게 되는 것으로, 옷 자체가 컴퓨

터이자 컴퓨터가 곧 옷이 되는 것이며 컴퓨터는 부착의 개념을

넘어서 인간의 몸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웨어러블 컴퓨터는 미래 유비쿼터스 시대의 통신 주체이자

섬유패션 산업지도를 한순간에 바꿀 기폭제가 될 것이며(안영

무, 2004)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시급하

게 웨어러블 컴퓨터 산업에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4. 웨어러블 컴퓨터의 개발 동향

4.1. 통합의 가능성

웨어러블 컴퓨터에 사용되는 인터페이스의 기본은 다양한 형

태의 정보기기를 의복이나 신체에 부착하는 형식으로써 최초로

시도된 웨어러블 컴퓨터 역시 각종 디지털 기기를 의복에 부착

하는 형태로, 의복이 가지는 본래의 목적보다는 디지털 기기를

위한 의복으로 시도되었다. 

그러나 현대의 웨어러블 컴퓨터는 의복에 초점을 맞추어 착

용감의 향상과 인간의 감성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기기

가 완비되어 있어 인간 활동과 통합하고 향상된 다목적성을 갖

는다. 특히 무선네트워크와 연결되었을 때는 웨어러블 컴퓨터

는 더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Averette, 2003).

웨어러블 컴퓨터가 지니는 ‘통합의 가능성’은 소형화, 경량화,

소프트화 된 디지털 기기가 의복을 매개로 하여 신체에 탈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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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한 형태로 부가됨으로써 사용자가 하나의 의복으로 다

양한 컴퓨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성을 실현하는 것

이다.

점차 소형화, 경량화 되고 있는 디지털 기기의 발전과 두루

마리처럼 접거나 말 수 있는 키보드의 등장, Eleksen사가 개발

한 부드러운 손목시계와 같이 점차 소프트화 되는 디지털 기기

의 개발은 의복과 통합되는 웨어러블 컴퓨터의 목적을 실현하

고 동시에 의복으로써 컴퓨터의 영역을 넓히고 있다.

웨어러블 컴퓨터의 통합의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컴퓨

터와 의복의 결합을 가능케 하는 도구를 필요로 하게 되며 이

는 기능적 활용과 함께 패션 디자인의 요소로써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멀티지퍼, 편한 악세서리, 벨

크로 여밈, 탭 장식, 버튼장치 등의 패션 디자인의 디테일이 활

용되고 있다.

Phillips와 Levi's가 공동으로 개발한 Levi's ICD+ 브랜드는

‘착용가능한 전자제품과 더불어 기능성이 결합된 의복’을 표방

하여 재킷 안에 통합된 리모콘, GSM 휴대폰, MP3 플레이어

를 서로 연결시켜 네트워크를 형성한 나일론 소재의 재킷을 개

발하였다(Fig. 1). 디지털 기기와 의복과의 결합을 위하여 벨크

로를 이용하여 디지털 기기들의 탈부착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

며 특히 목둘레의 기존의 후드를 말아 넣어 숨기던 기능을 하

던 지퍼는 디지털 기기의 배선들을 숨기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는 통합의 가능성을 지닌 웨어러블 컴퓨터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자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어오던(Shimizu Eiji, 2004) 디지

털 기기들의 배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향후 웨

어러블 컴퓨터 디자인 분야에서 지속적인 활용과 확대가 가능

할 것이다. 벨크로 여밈이나 지퍼라는 디테일은 의복과 디지털

기기의 통합의 가능성을 실현하면서 동시에 패션 디자인의 디

자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다. 또한 나일론 소재의 활용은 습

기에 대한 저항도를 높임으로써 디지털 기기들을 보호하는 역

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착용자는 세 가지의 개별 기기를 가지고 다니기 보다는 이

러한 기기들이 완전히 통합되어 있는 재킷을 통하여 세 가지의

기능을 한꺼번에 얻을 수 있을 것이며, 디지털 기기의 탈부착

을 통해 디지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형성, 구성

요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직물과 디자인의 개발, 최신 커뮤니

케이션 테크놀로지와 디자인이 통합된 의복 개발의 기준을 만

족시킴으로써 Levi's 에게 ICD+의 런칭은 그들의 독창적인 워

크웨어 미학을 회복시켰음을 암시한다(Quinn, 2002). 

우리나라에서도 통합의 가능성을 지닌 웨어러블 컴퓨터를 위

한 기술 개발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차세대 컴퓨팅 전문 전시 ‘차세대

컴퓨팅산업전시회 2007’에서는 ‘유비쿼터스 월드 구현을 위한

디지털 라이프 스타일의 혁명’이라는 주제로 디지털 기기와 결

합되어 인간 활동을 돕는 다양하고 한걸음 진보된 웨어러블 컴

퓨터를 선보였다. 소형 컴퓨터(UMPC) 핸드백과 천으로 된 키

보드가 달린 의상(Fig. 2)은 패션 디자인 요소로써의 디지털 기

기의 활용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컴퓨터 핸드백은 컴퓨터가

디지털 기기로써의 의미와 함께 패션 소품으로써의 역할을 수

행함을 의미하며, 스커트 디자인의 디테일로 활용된 천으로 된

키보드는 디지털 기기의 기계적 활용가능성과 함께 디지털 기

기를 숨기기 위한 웨어러블 컴퓨터 디자인에서 탈피하여 의복

밖으로 표출되어 디지털 기기 자체가 디자인의 요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웨어러블 컴퓨터에서 디지털 기기

는 숨겨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 보임으로써 디

자인 요소로 차용될 수도 있다. 광택있는 소재, 구김있는 스커

트 소재와 더불어 키보드 디테일의 사용은 미래적 이미지를 느

끼게 함과 동시에 패션 영역의 확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컴퓨터 핸드백과 같이 패션 소품으로 활용될 수 있는 웨어

러블 컴퓨터는 ‘communication scarf’에서도 나타난다. 길고 분

리가 가능한 모직물에 컴퓨터 본체, 디스플레이, 키보드, 핸즈

프리 휴대폰 등이 내장되어 있는 스카프는 한 부분에 팔을 끼

워 넣어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착용자에게

개인적인 작업 영역에서의 컴퓨팅 활동을 돕고 커뮤니케이션

범위 안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서로 연락, 연결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Fig. 3). 스카프 형태를 차용한 웨어러블 컴퓨터

Fig. 1. Philips-Levis®ICD+TM
The Supermodern Wardrobe, p.14,15

Fig. 2.핸드백과 일체된 컴퓨터와 천키보드,
차세대 컴퓨팅 산업전시회 www.anci.or.kr

Fig. 3. Communication scarf, The Supermodern
Wardrobe,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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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하여 필요한 때에만 착용을 통하여 컴퓨터의 기능을 수행

하게 함으로써 패션소품으로 활용될 수 있는 웨어러블 컴퓨터

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Phillips Corporate Design사는 ‘미래의 비전’ 프로젝트에서

어린이용 재킷을 개발하였다. 미래의 소비자이며 디지털 도구

의 사용이 필수적일 미래의 어린이를 위하여 멀티미디어 도구

를 장착할 수 있는 어린이용 재킷을 개발, 판매하고, 사용설명

서는 이메일을 통하여 받아볼 수 있게 함으로써 유비쿼터스 환

경에서 컴퓨터의 사용이 일상화될 미래 인류인 어린이에 대한

시각을 보여준다(Fig. 4). 이 어린이용 재킷은 작업복의 이미지

를 가지는 단순한 형태에 자신이 처한 때와 장소에 따라 필요

로 하는 멀티미디어 도구들의 장착이 가능하도록 탭 형식의 디

테일을 사용하고 있다. 이 디테일은 어린이의 관점에서 디지털

기기의 장착과 활용을 쉽게 하고 보관을 용이하게 하는 기능성

을 유지하고 있다.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의복과 디지털 기기와의 통합을 통해

패션과 과학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영역의 확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의복과 디지털 기기 간의 통합의 가능성은 정보기기의 디자

인을 상자 안에 넣는다는 지금까지의 발상과는 전혀 다른 측면

으로 발전시켜 하나의 독립적인 패션으로 자리 잡게 하고 있으

며 인간의 신체는 그 자체가 개인 영역의 네트워크가 되고 인

간은 걸어 다니는 사무실이 될 수 있다. 앞으로의 정보기기들

은 단순한 단말기의 성격을 지양하고 인간의 몸을 통한 바디

넷을 만들어 갈 것이다(최지영 외, 2003).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웨어러블 컴퓨터를 위한 의복과 디

지털 기기의 통합은 신체의 공간 확장과 의복의 기능 확장이라

는 폭넓은 개념으로 연결되어 유비쿼터스 시대의 패션 개념을

재정립시키고 있다.
 

4.2. 변환의 가능성

디지털은 규정할 수 없는 시공간성을 지닌다. 물리적 사물이

‘여기 아니면 저기’에 존재하는데 반해 디지털 존재는 ‘여기 그

리고 저기’에 존재 할 수 있으며 이것은 디지털 존재와 물리적

사물간의 근본적인 차이점이다(김주환, 2001).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은 유비쿼터스 환경의 조성에 의한

시공간 개념의 변화로, 동일한 공간 내에서 일과 여가, 쇼핑,

운동 등의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현대인들

이 상시적 과도기의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환경의 변화에 적응이 가능한 실용성과 기능적인 면에서 유연

성을 가진 의복의 필요성을 증가시킨다.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의복은 실용적인 의미의 기준을 넘어 인

체와 가장 밀접한 하나의 공간으로 인식되어지고 있으며 복잡

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거대도시환경 속에서 상황과 필요에 따

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다기능성의 도구로 확장되고 있다.

즉 유비쿼터스 환경조성에 의한 시공간 개념의 붕괴는 착용

의 목적을 넘어 공간 혹은 도구로 변형될 수 있는 의복에 대

한 새로운 개념을 열고 있으며 이는 물리적 작용에 의하여 또

는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결합에 의하여 변형을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동일한 공간 내에서 2가지 이상의 기능을 하는 다목적

형 의복, 환경의 변화에 적응이 가능하도록 돕는 개조 가능형

의 의복을 위한 다양한 디자인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변환의 가능성’을 지닌 의복의 유연성 추구에 있어 기본이

되는 것은 ‘인체’이며, 인체를 위한 디자인을 기본으로 주변 환

경이나 급격한 물리적,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제2, 제 3의 형태나 도구로써의 변형 방법이 시도되어 지고 있

다. 즉 변환이 가능한 디자인은 먼저 ‘입는 옷’으로써의 형태를

지니고 있어야 하며, 다음으로 한 가지 이상의 다른 형태로 전

환이 가능한 구조를 지니며, 제2, 제3의 기능을 위해 변형되었

다가도 다시 원래의 형태로 재구성될 수 있어야 하는 조건을

가진다. 이는 인체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생성, 유지해 줄 수

있는 도구나 형태로써의 의복의 발전을 의미한다.

Vexed Generation의 wrap liberation jacket은 의복의 개념과

소형 여행가방의 개념 사이에서 착안된 것으로 지퍼를 이용하

Fig. 4. Philips, 미래의 비전 프로젝트, 어린이용 재킷 테크노
텍스타일, p.40

Fig. 5. Vexed generation, wrap liberation jacket, http:www.archive.vexed.
co.uk/vexed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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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스톨이나 재킷, 웨이스트 코트 등의 다양한 형태의 의복으

로 변형될 수 있으며 주머니 혹은 가방의 역할도 할 수 있다.

착용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 지퍼를 이용하여

다양한 의복의 형태를 구성할 수 있다. 또 워크 맨이나 모바일

폰 등의 소형 아이템부터 A4용지의 크기까지 다양하게 보관할

수 있는 가방의 형태로 변형되어 인간의 활동을 돕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Fig. 5). 재킷의 지퍼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상황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변환을 위한 매개체

로 작용하면서 패션 디자인의 디테일이 디자인의 변환 가능성

을 돕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C.P. Company의 ‘the transformable collection’은 ‘움직이는

도시’에서의 기능성을 컨셉으로 하여 PVC 소재를 사용하여 공

기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쿠션이나 암 췌어 등으로 변형이 가능

한 파카를 선보이고 있다. 평상시에 재킷으로 착용하는 파카는

필요에 따라 공기를 주입하는 물리적 작용을 통해 의자로 변형

되어 쉴 수 있는 사적인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Fig. 6). 이는

패션 디자인에서 의복 소재 사용의 다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으며 의복의 형태변형 가능성의 시도는 유

비쿼터스 환경에서 물리적 공간변화에 대하여 인간의 적응과

활동을 돕기 위한 패션 디자인 개념의 시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형태변환을 통한 환경적응의 디자인은 Hussein

Chalayan에 의해서도 시도되었다. Hussein Chalayan은 다양한

변환이 가능한 디자인을 시도하는 대표적인 디자이너로써 ‘before

and now collection’을 통하여 착용자의 조정에 의해 의복의

형태인 유동적인 판넬이 움직이면서 변형을 유도하고, 착용자

에게 활동성을 부여해 줄 수 있는 패션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이는 테크놀러지를 바탕으로 인체 위에서 변화하면서 새로운

공간적 관계를 형성하는 형태로써, 첨단 기술 환경을 인체 위

에 직접 구현하여 인체와 기술과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

고 있다. 특히 ‘remote control dress’에는 무선통신기기가 내장

되어 있어 착용자를 타인 혹은 기계, 환경과 연결시켜 인체를

통한 바디 넷을 형성하고 패션의 잠재성을 확장시키고 있다

(Fig. 7). Hussein Chalayan은 움직이는 구조물로서의 인체를

중심으로 하여 테크놀로지가 결합된 구조적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기술진보의 상징, 커뮤니케이션 도구, 인간-기계

하이브리드(man-machine hybrid)로 의복의 기능을 확장시키려

는 그의 디자인 철학을 엿보게 한다(Quinn, 2002). 

Issey Miyake의 transformer jacket은 코튼 재킷과 방수기능

이 있는 나일론 소재의 레인코트가 하나의 재킷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재킷으로도, 레인코트로도 착용될 수 있다. 레인코트는

탈부착이 가능하고 코튼 재킷 안에 숨길 수도 있으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방수 및 방풍의 기능과 통풍의 기능을 극대화하

여, 급변하는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필요에 따라 의복의 아이템

을 선택할 수 있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재킷 또는 레인코트로의 형태 변환의 가능성은 필요와 목적 또

는 착용자의 의도에 의해 다양한 기능으로 활용될 수 있는 다

기능성과 인체를 위한 보호의 기능성을 동시에 갖는다. 이는 양

면 활용이 가능한 reversible jacket 디자인의 유비쿼터스 환경

에서의 상황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변형 가능성의 실현이며, 의

복의 디지털적 전개로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Fig. 8). 

웨어러블 컴퓨터의 변환의 가능성은 물리적 정신적인 인체

의 활동 능력과 공간을 확장시키며 유비쿼터스 환경의 적응을

위한 새로운 패션 디자인의 가능성을 열고 있다.

새로운 시공간의 개념을 갖는 현대의 유목민에게 의복은 신

체를 위한 공간일 뿐 아니라, 수시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도구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의복에 대한 의

식의 변화는 착용자의 의도에 의해 변형이 가능한 열린 디자인

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물리적 작용을 통하여 형태를 변형

시키거나 또는 기계, 기술과 결합되어 변형을 유도하는 디자인

을 제시하고 있다.

4.3. 상호작용의 가능성

웨어러블 컴퓨터의 착용은 의복의 기능을 향상시킴으로써 인

간의 건강과 복지, 심미적 욕구의 만족도 한 차원 높여 줄 것

Fig. 6. C.P.Company, inflatable jacket Design Net,  64, p.61 Fig. 7. Hussein Chalayan, remote control dress, Fashion Today, p.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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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기존의 웨어러블 컴퓨터가 디지털 기기를 의복에 부착하

여 수동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거나 기계적 작용에 의해 형태

를 변환시킴으로서 물리적 환경에서 보호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면 앞으로의 웨어러블 컴퓨터는 인간의 감성적 요구를 만족시

키기 위한 다양한 기능성 소재와 최첨단의 가공법을 통해 집적

회로 칩이나 센서를 섬유와 함께 가공한 의상을 개발함으로써

의복과 착용자, 착용자와 환경 사이의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도

록 하는 ‘상호작용의 가능성’을 지닌 형태로 발전할 것이다.

웨어러블 컴퓨터에서 요구되는 상호작용의 가능성에 대하여

한동원(한동원, 2002)은 사용자의 신체적인 확장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센서와 신체에 부착된 기기들 간의 네트워크 구성이 가

능해야하고, 인지성 제공을 위하여 신체와 지속적인 상호작용

및 상황인지 기능을 제공해야 하는 조건을 제시하였다.

이는 디지털 기기들을 신체에 분산하여 부착하는 탈부착형

웨어러블 컴퓨터와는 다른 개념으로, 정보의 교환이나 저장 뿐

아니라 신체상태를 파악하고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하며 외관

상으로는 드러나지 않게 기능함으로써 미래형 의복으로 웨어러

블 컴퓨터의 영역을 넓히게 될 것이다. 웨어러블 컴퓨터가 의

복과 디지털 기기간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웨어러블

컴퓨터에서 한 단계 발전한 형태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스마트 텍스타일을 이용한 웨어러

블 컴퓨터라고 할 수 있다. 지능적인 세컨드 스킨으로 인식되

는 스마트 텍스타일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촉감과 유연성을 지

니며 신체의 상태에 따라 변형될 수 있어야 한다. 노출되지 않

는 회로를 이용하여 니트나 직조 직물에 혼합될 수 있으며 세

탁 시에도 제거되지 않고 그 기능을 유지한다. 또한 주어진 정

보에 반응하고, 가볍고 착용자의 신체와 주변상항을 고려하여

스스로 변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다. 스마트 텍스타일을 이

용한 웨어러블 컴퓨터는 직물 내에 전자 모듈이나 전도성 물질

등의 디지털 기술의 요소를 접합시키거나 집적시킨 직물을 이

용하여 신체와 환경의 양쪽을 읽고, 상호작용이 용이하도록 디

자인된 지능형 의복으로써, 착용자의 신체상태 및 외부환경을

감지하는 기능과 더불어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고도의 생활편의

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도 기존의 웨어러블 컴퓨터의 기능이

강화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Dupont 등의 섬유업체는 전자신호와 전류가 통하는 새로운

직물인 일렉트로 텍스타일(electro textile)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는 입기만하면 체온, 혈압, 맥박을 체크할 수 있는

전자의류의 생산을 가져올 것이다(조선일보, 2004). 특히 RFID

칩의 활용기술 확대는 향후 주변 환경 인지 기능과 개체 간의

통신기능, 상황인지 능력 등이 부가되어 스마트 텍스타일에 활

용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센서로써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

로 기대할 수 있다(이운영, 2006). RFID 칩과 같은 미세한 칩

에 의해 기능이 부여된 웨어러블 컴퓨터는 자율적으로 상황을

인지하고 이동하면서도 원하는 정보를 송, 수신할 수 있으며 사

회 시스템, 의료 시스템에서의 활용으로 착용자를 보호할 수 있

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다.

Sensa Tex와 조지아 공대에서 개발한 스마트 셔츠(smart shirt)

는 섬유의 센서기술과 무선기술이 통합된 반응형 의류로써 감

지기능과 정보처리 기능이 통합된 웨어러블 컴퓨터이다. 호흡

과 맥박 등 인체의 각종 바이탈 사인을 측정할 수 있으며 아

무런 불편함 없이 쉽게 착탈의가 가능하고 세탁에 의한 손상이

없으며 치수에 따라 맞춤도 가능한 의복이다(Fig. 9)(조길수 외,

2000). 이는 패션 디자인의 측면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고, 다양

한 디자인의 전개가 가능한 형태로써 가장 진보된 형태의 웨어

러블 컴퓨터 패션 디자인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섬유기술의 발

달에 따른 컴퓨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텍스타일의 개발은

웨어러블 컴퓨터로써의 패션디자인의 가능성을 넓히고 있으며

착탈의나 세탁의 가능성, 기계와의 결합에 의한 디자인의 한계

를 벗어나게 해주어 웨어러블 컴퓨터를 위한 패션디자인의 발

전방향을 밝게 하고 있다.

Philips의 고신축성 스마트 텍스타일로 만들어진 상의와 짧은

바지에는 맥박, 혈압, 체온을 모니터하는 센서가 내장되어 있으

며 착용자들에게 그들의 상태가 어떤지 알려주어 자신의 신체

상황에 따라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며 전도성을 지닌 자수와

프린팅은 내장된 오디오 장치에 연결된다(Fig. 10)(O'Mahony,

2002). 스마트 텍스타일의 활용과 자수와 프린팅이라는 패션 디

자인의 디테일은 의복과 인체, 환경의 상호작용을 돕는 기능적

요소로 활용됨으로써 디자인의 요소와 웨어러블 컴퓨터로써의

기능적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Fig. 8. Issey Miyake, transformer jacket, The Supermodern Wardrobe, p.59 Fig. 9. Sensa tex, smart shirt, www.blog.naver.com/:knowi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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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텍스타일을 활용한 웨어러블 컴퓨터는 사용자에게 더

욱 편리하고 착용 시 이물감을 느끼지 않는 편안함, 패션 디자

인적 요소가 가미된 사용자 중심의 웨어러블 컴퓨터의 개발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체와 의복, 컴퓨터, 환경간의 상호작

용을 통하여 on-body networking, off-body networking 상태

를 형성한다. 또한 전통적인 섬유산업과 정보기술의 융합으로,

종이와 같이 접거나 말 수 있는 전자제품에 섬유 기술을 적용

해 옷으로 만드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이운영, 2006) 눈

에 보이지 않는 컴퓨터의 기능을 통하여 주변 환경이나 상황과

스스로 상호 작용하여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인간의 활동을 도

울 수 있도록 한다. 전통적 의복의 소재인 섬유를 활용하여 웨

어러블 컴퓨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의복의 디자인을 가능

하게 함으로써 가장 광범위한 의미의 웨어러블 컴퓨터로서의

패션디자인을 가능하게 한다.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은 생명공학 기술 및 섬유산업기

술, 정보통신기술이 통합된 스마트 텍스타일과 여기에 패션 디

자인적 요소를 부가한 웨어러블 컴퓨터의 발전으로 유비쿼터스

시대의 신체와 의복,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가능성을 확대시켜

가고 있다.

상호작용의 가능성을 지닌 웨어러블 컴퓨터는 가장 진보된

형태의 웨어러블 컴퓨터로써 정보기기의 기능성과 함께 감성적

패션 디자인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미래지향적 웨어러블 컴퓨

터라고 할 수 있다.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웨어러블 컴퓨터의 기능에 따른 패션

디자인의 표현 형태 및 패션 디자인 요소는 Table 1.로 정리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웨어러블 컴퓨터의 발전과 이를 위한 패션

디자인의 고찰을 통하여 미래의 웨어러블 컴퓨터를 위한 패션

디자인의 발전 방향을 추론할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5. 결 론

본 연구는 현대의 새로운 생활환경으로 자리 잡고 있는 유

비쿼터스 환경을 실질적이고도 쾌적한 방향으로 영위할 수 있

도록 하는 패션의 기능을 웨어러블 컴퓨터로 보고, 의복으로서

의 웨어러블 컴퓨터를 위한 패션디자인의 개발 및 발전을 위하

여 현재의 유비쿼터스 환경과, 이를 영위하기 위한 웨어러블 컴

퓨터의 개발 형태를 패션디자인의 측면에서 고찰, 연구하였다.

지금까지의 웨어러블 컴퓨터의 발전 과정과 앞으로의 유비

쿼터스 환경의 변화를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웨어러블 컴퓨터

를 고찰, 연구한 본 연구를 통하여 미래의 유비쿼터스 환경에

적응할 수 있고 의복으로써의 미적, 기능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Fig. 10. Philips, 완벽한 퍼포먼스, 스포츠 테크 p.80

Table 1. 웨어러블 컴퓨터의 기능과 패션 디자인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의미 패션디자인 표현형태 패션디자인 요소

통합의

가능성

·디지털 기기의 탈부착 가능
·디지털 기계 기능의 수행 
·즉각적인 디지털 기기의 활용 가능
·신체의 공간 확장과 의복의 기능 확장

·배선을 숨길 수 있는 디자인
·디지털 기기와 결합된 패션 소품
·패션 디자인 요소로서 디지털 기기
의 활용

·패션과 과학의 융합을 통한 패션
영역의 확장

·멀티 지퍼, 벨크로 여밈, 탭 장식,
버튼 장치의 디테일

·디지털 구성 요소를 보호할 수 있
는 직물 

·의복으로 활용되는 일반적 소재 

변환의

가능성

·변화하는 물리적 환경에서 적응력
향상

·다기능성의 도구로서의 의복의 기
능 확장

·인체의 활동능력과 활동 공간 확장

·개조 가능형의 의복 형태
·착용자의 의도에 의해 변형 가능한
열린 디자인

·환경 적응을 위한 새로운 패션 디
자인의 가능성 제시

·버튼 장치, 지퍼 등을 이용한 형태
변환 시도 

·기술과 결합된 형태의 변환
·의복소재와 사물로서의 소재의 동
시사용

·의복소재 사용의 다양화

상호작용의

가능성

·의복과 신체, 컴퓨터, 환경과의 상
호 작용 가능

·고도의 생활 편의성 제공
·사회시스템, 의료 시스템에서 활용
가능성 확대

·사용자 중심의 웨어러블 컴퓨터

·세탁, 착탈의 가능, 다양한 디자인
시도 가능

·웨어러블 컴퓨터의 착용성 향상
·감성적 패션 디자인의 가능성 
·미래지향적, 감성적 웨어러블 컴퓨
터 패션 디자인 가능

·센서 내장형 섬유, 스마트 텍스타
일을 이용한 디자인

·센서기능을 지닌 디테일
· RFID 칩의 활용
·신기술 소재, 첨단기술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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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웨어러블 컴퓨터를 위한 패션디자인의 발전 방향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웨어러블 컴퓨터는 여러 종류의 디지털 기기를 하나

의 의복에 부착함으로서 하나의 의복을 통하여 다양한 디지털

기능의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통합의 가능성’, 동시에 여러

상황적 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을 위하여 다기

능성을 지닌 의복으로 환경의 적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변환의

가능성’, 직물과 디지털 기기의 직접 결합 기술을 통한 스마트

텍스타일로 착용성을 향상시키고 패션디자인의 가능성을 넓히

며 신체와 의복, 컴퓨터,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돕는 ‘상호작용

의 가능성’으로 그 개발과 발전의 형태를 분류할 수 있다. 이

와 같은 웨어러블 컴퓨터의 기능적 가능성을 확보, 확장하고 이

를 실현하고 강화하기 위한 패션 디자인 측면에서의 시도가 이

루어지고 있다.

웨어러블 컴퓨터를 위한 패션 디자인의 표현 형태는 첫째,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통합하여 가볍고 신체의 적응성을 높이

며, 활동의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 디자인, 둘째, 환경과 신

체, 의복과의 상호작용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 의복 디자

인, 셋째, 첨단 직물의 개발과 디지털 기술이 통합된 스마트 텍

스타일을 이용한 패션 디자인 가능성 확대의 형태로 연구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웨어러블 컴퓨터에서 패션 디자인의 디테일은 디

지털 기기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나 점차 디지털

기기 자체가 패션 디자인의 요소로 사용되어 질 수도 있으며

또는 섬유 기술과 녹아있어 전혀 드러나지 않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웨어러블 컴퓨터 디자인은 패션 디자인의 디테일을 이용하

여 디지털 기기를 몸에 부착시킬 수 있는 디자인이나 디자인의

일부분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한계를 넘어서, 눈에 보이

지 않는 센서의 활용, 기계의 삽입, 부착을 느낄 수 없는 섬유

의 개발과 함께 패션 디자인 측면에서의 광범위하면서 동시에

급속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웨어러블 컴퓨터 연구는 단순히 디지털 기기를 몸

에 부착시킨다는 장소 변환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인간 활동의 적응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디지털

기능의 강화와 함께 의복으로써의 감성적 욕구를 동시에 만족

시키는 패션디자인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이다. 미래의 웨어

러블 컴퓨터의 가능성은 패션 디자인과 디지털 기기의 기능과

의 협업 관계를 통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디지털 기

기의 개발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패션 디자인과의 접점을 찾

아 구현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디지털 기기와 결합된 패션디자인’이라

는 측면에서 기능성과 미적 가치를 함께 충족시킬 수 있는 감

성적 웨어러블 컴퓨터를 연구 개발함으로써, 미래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보다 나은 인간의 삶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웨어러블

컴퓨터를 위한 패션 디자인의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06년 대구한의대학교 기린연구비 지

원에 의한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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