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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is aimed at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fun fashion design in the 
emotional consumption era from a broad perspective, and it is meaningful in the sense that it 
presents the ideal direction for the development of fashion products that can satisfy the changing 
desires of the consumers today and tomorrow. For this, the documentary study and practical case 
study have been executed. This paper examined the two aspects of the fun definition when it 
comes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fun fashion design that are manifested in the emotional 
consumption era. First, fun fashion design that is presented by designers from the consumers’ 
position manifests in the form of deviation from the every day life rules, use of the child-like 
expression mediums and unexpected turning. fun fashion design when it pertains to the deviation 
from the every day life rules is expressed freely, adopts object and forms it, and mixes in the 
alien elements. fun fashion design when it pertains to the use of child-like expression element is 
manifested in the form of child-like expression, child-like expression of the form, child-like 
drawing, introduction of the child-like object, character and graffiti. Moreover, fun fashion design 
of the unexpected turn is expressed with illusion and storytelling. Next, fun fashion design from 
the participants’ position is a design created by the active participation of the consumers. As the 
producers who participate actively in the product design process, design is modified by the 
design of participation and users so that the users can enjoy it. Likewise, it is manifested in the 
form of design of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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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대인들은 사회의 빠른 발전과 기술력으로 인해

과거 어느 시대와도 비교 할 수 없는 물질적인 풍요

와 함께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과도한 중압감과 스트레스, 불안감, 소외감을

갖게 되었다. 이에 무거운 일상에서 탈피하여 자유롭

고 다양한 변화를 추구함으로써 재미, 기쁨, 즐거움,

신선함, 경쾌함 등을 경험할 수 있는 재미와 역발상

을 강조하는 펀이 제품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펀이란 재미 또는 즐거움을 주는 것으로 과거로부

터 인간의 갈등적 상황을 해소해주는 역할로 존재해

왔으며 특히 20세기 들어 초현실주의, 팝아트등과 연

계하여 표현되어왔다. 오늘날의 재미있고 즐거운 디

자인은 ‘펀 디자인’이라는 용어로 사용되며 디자인의

다양한 장르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다양한

표현방식과 형태로 소비자의 눈길을 끌면서 즐거움

을 선사하고 감성을 자극한다.

현대의 소비자들은 재미와 감성, 느낌을 제공해주

는 제품을 선호하므로 기업의 경영에서도 ‘소비자를

즐겁게 해라! 소비자가 웃는 만큼 판매는 늘어난다.’

라는 ‘펀'을 주제로 하는 경영이론을 내세우는 기업

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경기침체와 같은 우울한

사회분위기와 맞물려 재미와 유쾌함을 원하는 소비

자들에게는 더욱 강하게 브랜드를 어필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1) 이처럼 오늘날 감성소비시

대의 소비자들이 펀을 추구하는 성향이 점차로 높아

지면서 여러 분야에서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

행 중이다.

선행연구들에 있어서 시각적인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는 디자인은 유희, 유머, 펀, 그리고 테크놀로

지와 연계하여 퍼놀로지(funology) 등의 개념을 바탕

으로 고찰되어왔으며2) 특히 이 중 근래 들어 포스트

디지털시대, 감성소비시대의 용어중의 하나로 펀이라

는 용어가 점차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또한, 마케

팅이나 트렌드 분석에 있어서도 펀과 연계해서 설명

되어지는 경향이다.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펀 개념

을 바탕으로 감성소비시대의 패션 디자인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감성소비시대의 펀 개념과 펀 디자

인의 경향 및 특성을 분석하여 감성소비시대의 펀

패션디자인의 특성을 고찰해 보고자 하며 이를 통해

현재와 나아가 미래의 소비자들의 변화하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패션제품 개발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

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관련서적, 기사 등을 통한

문헌연구와 2000년 이후의 디자인을 중심으로 한 사

례연구를 병행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감성소비시대의 일반적 고찰

1) 감성소비시대의 등장

‘감성소비(emotional consumption)’란 감각이나 기

분에 따라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일로 소비의 다

양화·개성화·분산화 경향이 높아짐에 따라 단순히 ‘좋

고 싫음’이라는 감성에 따라 선택하는 소비행동을 말

한다.4) 즉, 자기의 감성에 따라 소비행동을 결정짓는

것으로 단순하게 품질과 기능성만을 강조하는 ‘기능

적 척도’ 보다는 사용자의 즐거움이나 쾌적성을 중시

하는 ‘감성적 척도’로 제품의 가치를 결정하여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다.5) 이런 현대사회의 소비성향을 일컬

어 ‘감성소비시대’라고 한다. 감성소비사회는 생활수

준 향상과 물질적 풍요가 더해지면서 공동의 평범한

것, 즉 기본적으로 획일화된 상품에서 벗어나 나만의

것을 추구하는 유쾌함이나 기분좋음 이라는 감성적

차원이 기준이 되는 감성소비로 전환되고 있다. 그에

따라 경제적 효용 못지않게 감성적 실속을 추구하는

‘감성소비자’가 주류로 부상하고 있다.

2) 감성소비시대의 소비자의 특징

감성소비시대 소비자들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림에

따라 품질과 관련된 제품의 기능이나 성능보다는 제

품이 제공하는 독특한 가치체계나 제품의 색깔, 모양,

느낌 등이 개인의 취향과 얼마나 잘 맞는지 등의 생

활양식과 제품의 사용을 통해 얻게 되는 총체적인

경험을 더 중시하고 있다. 이는 품질과 성능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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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하는 시대는 지났음을 말해준다.6) 그러므로 감

성소비사회에서는 품질과 기능, 생산에 대한 경쟁력

을 넘어 고객의 니즈와 감성 만족, 문화의 접목을 통

한 새로운 가치창출로 확대된 브랜드가 소비자의 선

택을 받게 되었다.7)

또, 소득의 증가로 의식주의 기본적인 욕구가 어

느 정도 충족되면서 요구수준 또한 상승하여 자기실

현, 자기표현의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게 되었다.8) 이

는 더 이상 디자이너의 주관적인 감성해석만으로 다

양해지고 개성화된 소비자의 감각과 요구를 대변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제작과정에 소비자의 참여

가 확대됨에 따라 생산자(producer)와 소비자(con-

sumer)가 함께하는 프로슈머(prosumer)의 논리가 실

현되게 되었다. 과거의 소비자들은 생산자들이 만들

어낸 제품을 사서 썼지만, 21세기 소비자들은 제품구

상이나 생산 단계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9) 재미를 느끼게 되었다. 이

제 소비자는 생산자가 만들어 내는 상품을 그저 사

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품을 자체적으로 개발

하도록 독려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2. 펀의 일반적 고찰
1) 펀의 등장 및 확산배경

지난 몇 년간 지속된 경제 위축, 정치․사회적 불

안 등이 쌓이면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불안과 스트레

스가 부쩍 높아졌다. 이러한 경제적 불확실성과 사회

․문화적 불안이 가중되면서 현대인들은 불확실한

미래, 불만족한 현재로 부터의 일탈 하고자 하는 심

리욕구를 가지게 되었다. 또 가벼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즐거움과 재미, 웃음을 권하는 사회분위기 형

성으로10) 펀 추구 성향이 높아지면서 사람이든 제품

이든 ‘재미있음’이 최고의 인기 요인인 사회가 되고

있다.11) 현대 소비자들은 ‘펀 감성’에 대한 관심의 부

각과 함께 새로운 재미를 찾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재미와 오락적인 요소의 ‘펀’이 소비의 중심으로 등

장하게 되었다. 무겁고 진지한 것보다 가볍고 오락적

인 것을 추구하며, 가격이나 기능 보다는 감성적 측

면을 중시하는 소비풍토가 형성되면서, 이러한 시대

흐름을 반영하여 기업들도 고객만족이라는 요소에

‘즐거움, 재미’라는 것을 불어넣고 있다.

이러한 펀의 확산배경으로는 소비의 가치 변화와

대중문화의 확산, 다양한 가치체계와 미의식의 전환

과 같은 열린 사고의 등장으로 볼 수 있다.

(1) 소비의 가치 변화

현대의 소비자들은 자신의 다양한 개성의 표출이

라는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 제품을 선택할 때 중

요한 요소로 그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자기 생활을

풍부하게 하고, 재미를 줄 수 있는지 또는 그 제품이

흥미진진한 신 개념이나 자신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지 등의 인간적인 가치를 높이 평가하

여 구매를 하고 있다. 또, 불경기, 경쟁격화로 인한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따분한 일상에 활력

을 주는 자극적인 소비를 지향하게 되었다.

(2) 대중문화의 확산

‘대중문화’란 ‘대중매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손

쉽게 접할 수 있는 통속적이고, 가벼운 오락물이나

생활예술12)로 오늘날 대중이 원하는 것은 심각하고

진지한 것보다는 쉽고 재미있고 대중적인 것들이다.

이는 일상의 삶의 맥락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것들

로 도시적이고 오락적, 현실도피적인 특징을 가지는

데13) 특히 이러한 특성은 일상적으로 계속되는 긴장

으로부터 대리적 정서체험을 통해 욕구와 현실의 역

설적 통합으로 도피하려는 것14)이라 할 수 있다.

(3) 열린 사고의 등장

현대 사회는 개성적이며 참여 지향적인 자율성을

선호하며, 개인과 사회 전체의 심리적, 미학적 욕구

가 현저히 증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의견,

생각, 가치가 상호 양립함을 존중하는 다원화의 욕구

가 증가하고 있다.15) 현대로 접어들면서 열린 사고로

인한 다양한 미의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하여, 일정한

형태나 고전적 미적 규범에서 탈피한 주관적인 아름

다움도 미일 수 있다는 시각이 대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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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펀의 개념

펀은 일반적으로 재미, 즐거움, 우스움, 기쁨, 오락,

놀이로 정의된다. Oxford 영영사전에 따르면 펀은 즐

거움, 유쾌함을 주는 대상(thing)으로 설명되고 있다.

또 즐거움을 제공하고 웃음을 유발하는 말, 행동, 또

는 분위기이며16), 인간의 인지 활동 및 감각기관을

통해 발생하는 능동적인 감성으로써 그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나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그 자체만을

즐기는 것17)으로서 정의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는

이러한 결과나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유쾌함과 즐거

움을 통해 심리적인 행복감을 느끼는 긍정적인 심리

에너지18)라고 정의되어진다.

한편, 재미를 활동적인 측면(activity)에서 놀이적

접근으로 본 Kelly는 재미란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만

들어지는 즉각적이고 즐겁고 유쾌한 경험19)이라고

하였고 캐나다의 사회학자 Podilchak은 재미는 어떠

한 활동에 대한 의식적인 선택과 자유가 있다는 전

제 하에 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열중함으로

써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재미는 그 활동으로부터

어떠한 결과나 보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 활동

자체에만 몰입하여 흥분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20)이

라고 하였다. 즉, 재미란 결과나 보상을 고려하지 않

고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체험을 통해 느껴지는 감정상 흥분과 긴장

감, 유쾌함과 즐거움을 통해 심리적인 행복감을 느끼

는 것이다.

요컨대 재미와 즐거움이라는 사전적 의미와 놀이

라는 활동적 개념에 비추어 볼 때 펀은 어떤 재미나

즐거움을 야기하는 대상을 보고 유쾌함을 느끼는 수

용자적 입장과 놀이의 활동적인 측면에서 스스로의

참여와 경험을 통해 즐거움을 느끼는 참여자적 입장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어떤 대상을 보고 재미와 즐거움을 느끼는

수용자적 입장에서의 펀은 유머와 연결지어 설명되

어왔다. 이에 관한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 고찰한

결과 이는 세 가지 유머발생이론인 부조화이론, 우월

성이론, 각성이론에 근거하여 서로 관련이 없는 두

개의 아이디어의 결합, 기대의 불일치, 비교를 통한

우월감, 긴장상태의 해결을 통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참여자적 입장에서의 펀은 참여와 경험에

서 오는 즐거움의 개념으로 놀이와 연결하여 볼 수

있으며 이는 특별한 목적이나 생존 자체에는 직접

관계가 없을지라도 그것 자체로서 흥미가 있는 것을

스스로 느끼는 활동의 총칭21)이라고 할 수 있다.

3. 펀 디자인 특성
최근 패션 및 디자인 분야에서 펀 디자인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경기침체 및 정

치․사회적인 불안 심리를 익살맞은 상품을 통해서

해소하고자 하는 심리로 보여 진다. 이는 소비자들이

‘새로운 것, 재미난 것’을 추구하는 심리적 현상을 반

영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디자인 상품들은

더 이상 ‘상품’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

인의 ‘작품성’으로 인해 소장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22) 그동안 디자인학에서의 재미에 관한 연구는

디자인학의 특성상 비언어적, 즉 시각적 유희에 중점

을 두어 연구가 이루어 졌다.23) 그러나 현대에 있어

서 펀 디자인은 새로운 의미가 있는 대상으로 눈에

보이는 단순한 사물로서의 외적인 측면보다 다양한

가치와 창의적이고 새로운 효용가치라는 의미를 가

지는 창조적인 활동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

인 측면으로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감성소비시대의 디자인에 나타난 펀 디자인은 앞

절에서의 개념 고찰 결과 펀에 접근하는 소비자의

입장에 따라 수용자적 입장의 디자인과 참여자적 입

장의 디자인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24)

1) 수용자적 입장의 펀 디자인

수용자적 입장의 펀 디자인은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재미로 제품의 형태에 대한 지각 즉, 겉모습

과 관련되어 첫 느낌에서 형성되는 시각적인 인식에

서 오는 펀으로 외관의 본능적 느낌이 재미로 전환

되는 과정이다. 이는 선행 연구 사례들을 고찰한 결

과 일상의 규칙에서의 일탈과 유아적 표현요소 사용,

예기치 못한 반전으로 인해 웃음을 주는 디자인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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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Crossed-legged chair

- http://jinah85.egloos.

com

<그림 1-2>

Travel bag-buggy

- http://hanulsoblog.com

<그림 2-1>

Pig-pencil

- http://myfavorites.kr

<그림 2-2>

Prada key-holder

- http://blog.naver.

com/ dodoflower

<그림 1> 일상의 규칙에서의 일탈 <그림 2> 유아적 표현요소 사용

<그림 3-1> Fun glass

- http://blog.naver.com/cool1962

<그림 3-2> WWF global warming 'hot water'

- http://blog.naver.com/poshlady

<그림 3> 예상치 못한 반전

(1) 일상의 규칙에서의 일탈

일상의 규칙에서의 일탈의 펀 디자인은 과거의 친

숙한 시각적 경험과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난 엉뚱

하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형태를 의도적으로 변형시

키거나<그림 1-1>25) 일상적 관계의 질서에서 벗어나

이질적 요소가 결합되어<그림 1-2>26) 고정관념과의

불일치를 통해 재미와 즐거움을 주는 디자인이다. 이

는 유머발생이론인 부조화이론과 결부되어 설명될

수 있으며 형태의 조화보다는 부조화에 의해 새롭고

기이한 방식으로 표현되어 사용자들에게 재미와 흥

미를 준다.

(2) 유아적 표현요소 사용

유아적 표현요소를 사용한 펀 디자인은 동심을 자

극하는 간략화 된 형태와<그림 2-1>27) 재미있는 색

감, 캐릭터의 활용<그림 2-2>28) 등으로 나타나며 이

는 타인과의 비교 혹은 자기 자신의 우매했던 예전

모습과의 비교를 통해 일종의 우월감을 느낄 때 웃

음이 발생한다고 보는 우월성이론과 결부된다고 할

수 있으며 과거에 대한 동경과 향수가 내재되어 흥

미와 재미를 전달한다.

(3) 예상치 못한 반전

예상치 못한 반전의 펀 디자인은 의외성으로 인한

재미를 주는 것으로 각성과 각성의 변화, 긴장과 긴

장의 해소로 기인된다는 각성이론에서 그 의미를 찾

을 수 있으며 이는 눈속임기법<그림 3-1>29)과 스토

리텔링<그림 3-2>30)등으로 표현되어 디자인을 시각

적으로 처음 접했을 때는 알 수 없지만 사용함에 따

라 차츰 발견되면서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각성의 재

미를 주는 디자인으로 나타난다.

2) 참여자적 입장의 펀 디자인

참여자적 입장의 펀 디자인은 감성 소비 시대의

소비자 중심의 시각에서 재미와 즐거움을 발생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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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Books by the greats.

covers by you,

- 복식, 58(3), p.96.

<그림 4-2>

Build_A-Bear Workshop,

Manhattan in new york

- http://blog.naver.com

/saidsong

<그림 5-1>

Blank wall clock

- http://www.alessi.com

<그림 5-2>

Baby donut sofa

- http://www.edesignskin.

com

<그림 4> 제작자로서 참여 디자인 <그림 5> 사용자로서 참여 디자인

는 디자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소비자 중심의 디자

인은 창의적인 재미와 개성을 추구하는 젊은 소비자

에 의한 능동적 참여전략으로서 과거의 제공자 주도

가 아닌 영리한(smart) 소비자 주도의 산업시스템의

산물31)이다. 오늘날 제품은 기능성 이외에 정서적이

고 표현적이며, 제품의 심미적 특성으로 인해 소비자

에게 즐거움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제품

을 제작하는 과정(as making)과 제품의 사용하는 과

정(as using)에 있어 디자인에 참여함으로써 느끼는

새로운 경험과 창조하는 즐거움을 유발시킨다.

(1) 제작자로서 참여 디자인

현대 제품디자인에 있어서 D I Y(Do-It-Yourself)

방식은 직접 참여, 혹은 디자인 요소 선택 과정에의

관여로 제품디자인의 영역에 고객의 구미를 돋우고

또 즐거움을 선사하며 제품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

는 고객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32) <그림 4-1>33)

은 펭귄 출판사의 DIY 책표지 캠페인 ‘대문호들의

책, 당신의 커버(Books by the greats, Covers by

you)’로 백지 표지로 출간된 책의 빈 공간을 독자들

이 채우도록 한 디자인이다. 이는 감명 깊은 책을 읽

고 그 여운을 표현한 표지로써 자신만의 고전을 가

질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고자 배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34) 이것은 독자가 자신만의 ‘흔적’

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며 또한 자신의 작

품을 공유하고 싶다면 표지 이미지를 jpg 파일로 변

환해 펭귄에 이메일로 보내면 온라인 갤러리에 작품

을 게시할 수도 있어 재미를 더해준다 하겠다. <그림

4-2>35)의 빌드 어 베어 워크샵(Build_A-Bear Work-

shop)은 DIY 테디 베어 인형으로 소재에서부터 부속

재료인 눈, 코, 실 등을 소비자의 취향에 맞게 선택

하여 직접 만들 수 있는 제품으로 나만의 느낌이 있

는 인형을 가질 수 있다는 새로운 재미를 선사했다.

이렇게 소비자가 직접 디자인에 관여하거나 혹은 제

작과정을 손수 체험함으로써 느끼는 재미는 이제 더

이상 생산자에 의해 제공된 제품이 아닌 사용자 참

여의 디자인에서 오는 재미로 그 영역이 넓혀지고

있다.

(2) 사용자로서 참여 디자인

사용자로서 참여의 펀 디자인은 사용자가 제품 사

용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펀’ 경험에 의한 것으로

그 제품 고유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기술적 진보에

의한 다기능적인 제품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것이다.

<그림 5-1>36)은 마르티귀세와 알레시사의 ‘백지시

계(Blank wall clock)'로 백지로 된 시계의 흰 공간을

사용자들이 직접 채울 수 있도록 디자인 된 제품으

로 사용하면서 체험에의한 변형이 가능한 디자인이

다. <그림 5-2>37)는 디자인스킨의 ‘베이비 도넛 소파’

로 아이들에게 다양한 놀이와 공간을 제공해주는 도

넛모양의 매트리스 겸 소파이다. 사용자들의 취향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변형 가능하여 사용자들에게 창

작의 재미를 더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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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형태의 자유로운 표현,

Michiko koshino 05 F/W,

Louis vuitton 10 S/S,

- www.firstviewkorea.com

<그림 6-2-1> <그림 6-2-2>

오브제의 도입 및 형상화,

Frankie morello 10 S/S,

Ashish 09 S/S

- www.firstviewkorea.com

<그림 6-3-1> <그림 6-3-2>

이질적 요소의 혼합,

Frankie morello 04 F/W,

Antoine peters 08 S/S, -

www.firstviewkorea.com

<그림 6> 일상의 규칙에서의 일탈

Ⅲ. 감성소비시대의 펀
패션디자인 특성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펀 패션디자인은 기존의 전

통적인 개념, 표현방식에서 벗어나 유머와 개성을 통

한 파격적인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방법 중 하나로

자유롭고 대중적인 이미지를 전달하여 감성적인 유

머뿐만 아니라 지적으로 분석하여 정신적 즐거움을

자아내게 한다.

1. 수용자적 입장의 펀 패션디자인
1) 일상의 규칙에서의 일탈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일상의 규칙에서의 일탈은

익숙한 주변의 이미지를 정상적인 형태의 범위에서

벗어나 비례와 균형이 의도적으로 깨어진 형태의 부

조화로 나타나며 이는 기대에 대한 의외성으로 인해

웃음을 자아낸다. 유머이론 중 부조화이론과 결부되

는 것으로 왜곡, 과장, 변형 등을 통한 형태의 자유

로운 표현과 오브제의 형상화, 이질적 요소의 혼합으

로 표현되어진다.

(1) 형태의 자유로운 표현

펀 패션 디자인에 있어서 형태의 자유로운 표현은

정상적인 실루엣을 파괴하여 형태를 변형시키거나

왜곡, 과장시켜 부자연스럽게 표현함으로써 기존의

미적 가치 판단에서 벗어나 부조화한 상황으로 인해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표현기법으로 펀 패션 디자인

에 있어서 과장된 표현은 강한 인상을 주기 위해 디

자이너가 의도적으로 형태의 고정된 질서를 깨뜨려

재미를 주고자 할 때 자주 사용한다<그림 6-1>38).

(2) 오브제의 도입 및 형상화

펀 패션 디자인에 나타나는 오브제는 자연오브제

와 일상오브제로 나뉘어 볼 수 있다. <그림 6-2-1>39)

은 말의 형상인 자연오브제를 평범한 옷에 부착함으

로써 논리적 일관성에서 벗어나 부조화의 관계를 나

타내어 웃음을 자아내고 <그림 6-2-2>40)는 일상생활

에서 쓰는 사물인 병뚜껑을 본래의 기능에서 벗어나

엉뚱한 위치에 전환함으로써 놀라움과 의외성으로

인해 웃음과 재미를 준다. 이러한 위치전환의 표현방

법은 초현실주의의 근본원리이며 현대패션에서는 기

존의 양식을 붕괴하여 가장 명확하게 강한 재미를

전달하는 하나의 표현기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3)이질적 요소의 혼합

펀 패션 디자인에서 보여지는 이질적 요소의 혼합

은 이질적 복식품목의 위치전환과 이질적 아이템의

혼합으로 부조화나 의외성을 유발시켜 유머적 특성

을 나타내며 일상적 요소에 충돌되는 이미지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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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유아적 형태표현,

Agatha ruiz de,

la prada 03 F/W

- www.firstview-korea.

com

<그림 7-2>

유아적 드로잉,

Clare tough 08 S/S

- www.firstview-korea.

com

<그림 7-3>

유아적 오브제,

Jc de castelbajac,

09 F/W

- www.firstview-korea.

com

<그림 7-4>

캐릭터,

Jc de castelbajac,

10 S/S,

- www.samsung-

design.net

<그림 7-5>

그라프티,

Vivienne-westwood 09

S/S,

- British Fashion-

Designers, p.199.

<그림 7> 유아적 표현요소 사용

하여 재미를 표현한다. <그림 6-3-1>41)은 상의셔츠를

스커트로 활용한 디자인으로 이질적인 착장의 표현

이 기존의 옷의 위치에 대한 질서를 파괴하여 재미

를 준다. <그림 6-3-2>42)는 작은 티셔츠 모양의 쿠션

을 연결하여 만든 머리를 보호 할 수 있는 헬멧 모

자로 서로 다른 이질적인 요소의 결합이 신선한 재

미를 준다. 이처럼 의상에서의 이질적 요소의 도입은

기존 착장 방식에서 벗어나 실험적이고 충격적인 기

법으로 전달된다.

2) 유아적 표현요소 사용

펀 패션 디자인에서 나타나는 유아적 표현요소는

어린 시절의 동심을 떠올리게 하여 즐거운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순수한 세계의 상상을 통한 그

라피티와 캐릭터, 유아적 드로잉, 유아적 오브제 등

의 키덜트적 패션 감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표현요

소를 사용한 디자인들은 어린 시절을 연상하는 주제

들로 아이들의 장난으로 간주하여 재미를 느끼는 우

월성이론에 바탕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 유아적 형태 표현

유아적 형태의 표현은 형태를 재미있게 변형하여

과장하거나 기존의 옷의 형태의 고정관념을 파괴하

여 왜곡한 디자인으로 다양한 재료의 사용과 햄라인

의 변형, 화려한 색감으로 신선한 재미를 준다<그림

7-1>43).

(2) 유아적 드로잉

유아적 드로잉은 어린이들이 간직한 마음의 세계

와 순수한 감정의 상태를 표현한 것으로 자유로운

형(形)과 색(色)을 사용하여 단순하고 서툰 흔적의

선적표현과 동화책 일러스트적인 표현으로 흥미를

준다<그림 7-2>44).

(3) 유아적 오브제 도입

유아적 오브제의 사용은 성인을 위한 패션에 아동

복에서 흔히 보여 지는 스타일인 동물 문양의 오브제

를 사용<그림 7-3>45) 하거나 장난감을 패션의 소품

으로 활용하여 현대인들로 하여금 어린 시절의 즐거

웠던 일들을 향수하며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한다.

(4) 캐릭터

펀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유아적 모티브의 캐릭터

는 친근하고 익살스러운 표정들로 우리에게 흥미와

재미를 더해주며 놀이에 집중하던 어린 시절을 회상

하는 즐거움을 준다. 이는 인지도 높은 캐릭터를 의

복에 프린트<그림 7-4>46) 하거나 입체로 형태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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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 착시

Antoni & alison 09 S/S

Eley kishimoto 10 S/S

- www.firstviewkorea.com

<그림 8-2> 스토리텔링

Hussein chalayan 00 F/W

- www.husseinchalayan.com

<그림 8> 예기치 못한 반전

작하는 등의 다양한 표현 기법을 통해 나타난다.

(5) 그라피티

벽이나 화면에 낙서처럼 긁어서 그리거나 페인트

를 분무기로 내뿜어서 그리는 그림으로 자신의 생각

이나 느낌을 스프레이 래커, 연필, 분필, 물감 등 다

양한 도구로 벽면이나 소품에 개성 있게 표현하는

것47)으로 어린아이가 그린 것과 같은 기교 없는 선

위주로 화면을 구성하는 낙서를 그라피티(Graffiti)라

고 한다.48) <그림 7-5>49)는 원색적 칼라의 물감을

이용한 번짐 효과로 고정적인 틀에 얽매어 있는 현

대인들에게 아이들의 놀이와 같은 장난스러운 표현

을 함으로써 재미를 느끼게 한다.

3) 예기치 못한 반전

펀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예기치 못한 반전은 각성

이론에서 비롯된 것으로 처음 인지된 시각적 형태가

기대치 못했던 방식으로 다시 해석됨으로써 의외성

과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각성의 재미를 주는 디자인

이다. 이러한 재해석을 통해 웃음을 전달하며 이는

사용자들에게 발견의 즐거움을 주는 착시와 변형의

프로세스를 통해 이야기를 전달하는 스토리텔링 방

식의 디자인으로 나타난다.

(1) 착시

착시는 주로 초현실주의 예술사조에 나타난 눈속

임 기법으로 ‘눈을 속이는 것’ 이라는 의미로 실물이

있든 없든 그곳에 있는 것처럼 그린 정물화를 뜻하

는 말로50) 큰 변화보다는 사람들의 고정관념의 시각

에서 탈피하여 착용 또는 형태의 착시를 통해 재미

를 준다<그림 8-1>51).

(2) 스토리텔링

펀 패션 디자인에 나타나는 스토리텔링은 디자인

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야기 전개 방식을 담고 있

어 디자인의 변화의 프로세스를 통해 기대치 못했던

재미를 주는 디자인으로 다양한 연출과 변형이 가능

<그림 8-2>52)하여 생활의 편의를 제공할 뿐 아니라

재미를 추구하는 현대의 감각적 소비자들에게 신선

한 창작의 아이디어로 인식되어 흥미를 유발한다.

2. 참여자적 입장의 펀 패션디자인
참여자적 입장의 펀 패션 디자인이라는 개념은 소

비자의 의견을 디자이너가 수용해 제품에 반영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사용자가 직접 제품의 디자인

과정에 참여해 나가고 새로운 용도를 만들어 갈 수

있으며, 사용자의 의지를 지속적으로 제품에 반영시

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가능성을 가진 유형 또

는 무형의 제품을 디자인 하는 것53)을 의미한다. 즉,

소비자의 욕구의 변화와 다양화로 인해 전문적이던

디자인 영역이 점차 대중에게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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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 Adidas의 Adicolor,

- 복식, 58(3), p.99.

<그림 9-2> Marni의 Children's Imaginary

World, - www.marni.com

<그림 9-3> Bric’S의

My-Bag, - www.euro

korea-trading.com

<그림 9> 제작자로서의 참여 디자인

<그림 10-1> Ek Thongprasert 08 F/W,

- Fashion inspirations, pp.476-477.

<그림 10-2> Fernando Briacute;zio 2008,

- http://blog.naver.com/chuloh1

<그림 10> 사용자로서의 참여 디자인

창의적인 재미와 개성을 추구하는 현대의 젊은 소비

자에 의해 능동적 참여 전략으로서 나타나고 있다.

예전에는 디자인의 주체는 디자이너였으며, 소비자는

단순히 제품의 선택권만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스스로 창조하는 재미와 개성을 추구하는 젊은 소비

자에 의한 능동적인 참여로 인해 다양한 방면에서

보여 지고 있다.

1) 제작자로서 참여 디자인

제작자로서 참여 디자인은 펀의 활동적 측면인 놀

이적 접근으로 보아 디자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여 열중함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디자이너

로서의 부분적 체험을 통해 느껴지는 감정상 흥분과

긴장감, 유쾌함, 즐거움에 의한 펀 디자인이다. 이는

자신이 직접 디자인을 고르고 원하는 제품을 만들

수 있어 하나밖에 없는 자신만의 물건으로 개성을

표현하고 제품을 만드는 제작과정을 통해 재미를 느

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9-1>54)은 Adidas

의 ‘아디칼라(Adicolor)’ 시리즈로 흰색 운동화와 아

크릴 물감, 사인펜, 스프레이 등을 세트로 판매하여

구매자들이 손수 운동화에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작자로서의 참여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

게 하였다. <그림 9-2>55)는 Marni의 제3세계 어린이

들을 후원하는 ‘어린이들의 상상의 세계(Children's

Imaginary World)’ 프로젝트를 위한 디자인으로 어

린이들이 직접 디자이너로 참여한 재미있는 디자인

인 동시에 의미 있는 자선활동이 된 사례이다. <그림

9-3>56)은 브릭스(Bric’S)의 ‘마이－백(My-Bag)’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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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으로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가방에 프린트 할

수 있어 자신만의 개성을 살린 제품의 제작과정을

통하여 체험적 재미를 느낄 수 있다.

2) 사용자로서 참여 디자인

사용자로서 참여 디자인은 사용자가 디자인을 의

도에 따라 변형시켜서 옷을 착용하는 행위 자체가

놀이의 대상이 되므로 수동적으로 보거나 입는 재미

가 아닌 능동적으로 체험하는 재미를 주는 디자인들

이다. <그림 10-1>57)은 다양한 착장에 따라 옷의 실

루엣이 변화하는 디자인으로 입는 사람의 선택에 따

라 날마다 새롭게 변형이 가능하여 재미있는 디자인

이다. <그림 10-2>58)는 페르난도 브리지오(Fernando

Briacute;zio)의 디자인으로 펜을 꽂아놓아서 펜의 잉

크가 천에 그대로 흡수되어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

내는 드레스로 사용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세탁하면

컬러가 완벽하게 사라지고 다시 원하는 방식으로 염

색이 가능하여 사용자의 참여에 따른 새로운 패턴의

디자인이 흥미롭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감성소비시대 펀 패션디자인의 특성에

관한 것으로 펀 개념을 바탕으로 패션디자인을 고찰

해본 결과 디자인의 주체에 따라 크게 수용자적 입

장의 펀 패션디자인과 참여자적 입장의 펀 패션디자

인으로 분류되어진다.

먼저 수용자적 입장의 펀 패션디자인은 디자인의

특성상 시각적인 형태에 의존하여 주로 표현되어져

왔으며 이는 세 가지 유머발생이론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정상적인 기대에서 벗어나 불일치

나 부조화에서 웃음이 온다고 보는 이론인 부조화이

론에서는 일상규칙에서의 일탈로 형태의 자유로운

표현과 오브제의 도입 및 형상화, 이질적 요소의 혼

합으로 둘째, 대상을 자신의 위치보다 낮게 보는데서

웃음이 발생한다고 보는 이론인 우월성 이론에서는

유아적 표현요소인 유아적 형태와 드로잉, 오브제,

캐릭터, 그라피티 등으로 셋째, 각성과 각성의 변화

와 긴장과 긴장의 해소로 기인된다고 보는 이론인

각성이론에서는 착시와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예상치

못한 반전을 이용한 디자인으로 펀 패션디자인을 표

현하였다.

또, 참여자적 입장의 펀 패션디자인은 참여와 경

험에서 오는 즐거움으로 놀이와 연결하여 볼 수 있

으며 이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표출되는 행동으

로 나타나진다. 이는 디자인 제작과정에 직접 참여하

면서 느낄 수 있는 제작자로서 참여디자인과 소비자

의 욕구에 따라 변화 가능한 디자인을 사용 하면서

느끼는 사용자로서의 참여디자인으로 나타났다.

현대에는 생산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디자

인 주체가 변화되어가고 있으며 이제 패션디자인에

나타나는 펀의 추구는 기존에 존재하던 디자이너가

제시한 즐거움이나 재미를 주는 디자인의 시각적인

부분의 확장과 더불어 세분화 될 뿐만 아니라 기존

에 없던 참여자적인 분야가 새로 생김으로 인해서

소비자는 창의적으로 제품을 디자인 하거나 손수 제

작하여 자신만의 제품을 창조하는 데서 오는 재미를

경험하게 되었고 이는 개성이 강한 소비자들에게 좀

더 매력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제는 소비자의 욕구

에 맞춘 참여라는 개념의 디자인이 중요한 만큼 제

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에 대한 다방면에 대

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그러므로 현대

의 펀 패션디자인은 다양한 상품으로 확대되어져 인

간의 자아와 내면적 세계에 대한 성찰을 통해 내면

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고 재미를 줄 수 있는 감

성중심의 디자인과 함께 연구 되어져 패션의 개념의

확장과 새로운 형식의 시도를 통해 표현 영역을 확

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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