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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With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clothes of unique textiles using the digital printing 
techniques have appeared as a creative trend in textile design.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xtile 
printing technology has allowed the fashion industry to utilize it as an expressive method of a sur-
realist trend in current fashion designs, and so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and study this 
phenomenon. The present study is an attempt to understand this modern fashion phenomena from 
an artistic perspective by looking at textile designs that applied actual images to textiles, so that 
this trend in fashion design can be better understood.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to examine 
characteristics and expressive techniques of dépaysement, automatisme associated with digital textile 
printing by using actual images among surrealist expressions, and to investigate creative expressions 
of textile design freely expressing the visual boundary between reality and surrealism with the de-
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For research methods, we reviewed technical texts and previous 
studies related to our research topic for theoretical exploration and investigated the Internet data 
and used them for basic data. In the case study, we came up with the characteristics and meanings 
by classifying fashion design cases using digital textile printing techniques according to expressive 
techniques of surrealist dépaysement, automatisme. Detail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n-
vestigates the definition and expressive characteristics of dépaysement, automatisme of the surrealist 
expression for its theoretical understanding. Second, it comes up with the characteristics by analyz-
ing the digital textile cases from the perspective of dépaysement, automatisme. Third, it deduces 
the expressive methods and characteristics of digital textile printing from a the perspective of surre-
alist dépaysement, automatisme based on the resulting characteristics. The conclusions show that dé-
paysement, automatisme, which consists of improvisation and coincidence, maximized the mysterious 
images of derealisation and mysterious primitive images. These things emphasized the characteristics 
of maximization of images, derealisation, and rationalization of irrat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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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텍스타일 디자

인에서 디지털 프린팅 기법을 활용한 독특한 텍스타

일의 의상들이 독창적인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러한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 기술의 발달은 현재

패션 디자인에서 초현실주의 트렌드의 표현 방법으

로 활용되고 있어, 이에 관한 현상의 이해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은 컴

퓨터 그래픽을 활용하여 프린팅 작업을 진행함으로

써 초현실주의 표현 기법인 데페이즈망, 꼴라주, 앗

상블라주 등의 기법을 표현함에 있어 다른 표현기법

에 비해 용이하므로 그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류를 반영한 것으로 디지털 텍

스타일 프린팅을 패션에 적용한 사례를 예술적 관점

에서 패션 디자인과 연관 지어 현대 패션 현상을 이

해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실과

초현실의 시각적 경계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는 디

지털 텍스타일 디자인의 독창적 표현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이에 따

른 디지털 환경에서 그 활용이 빈번해 지고 있는 디

지털 텍스타일 프린팅을 활용한 텍스타일 디자인의

초현실주의 표현에 대한 특성 연구와 창의적 활용방

안에 관한 것이다. 이에 따른 연구의 자세한 내용으

로는 첫째, 초현실주의 표현 기법에 대한 이론적 이

해를 위하여 초현실주의 발생과 표현기법의 특성을

살펴본다. 또한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에 대한 기술

적 이해와 표현특성을 이해한다. 둘째, 디지털 텍스

타일 프린팅의 초현실주의적 표현 사례를 초현실주

의 표현 기법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특징을 고찰한다.

셋째, 도출된 초현실주의 표현 기법의 특성을 근거로

분석 도구의 틀을 잡고, 초현실주의 표현을 통한 디

지털 텍스타일 프린팅의 표현 방법과 특성을 도출하

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먼저 이론 고찰에서 연구주제와 관련

된 전문서적과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관련 인터넷 자

료를 조사하여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사례 고

찰에서는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을 활용한 패션 디

자인 사례를 초현실주의 표현 기법에 맞게 분류하여

그 특성을 도출한다. 본 연구의 연구 범위는 컬렉션

에 디지털 프린팅이 텍스타일 디자인으로 활발히 도

입된 시기인 2008년 S/S 컬렉션부터 2012년 F/W

컬렉션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한 초현실주의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

펴보면 류근종, 정보경이 초현실주의의 특성 표현 기

법에 대한 연구1)를 하였고, 방성련은 1980년 이후

초현실주의가 패션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 사

례를 조사하고 특성을 고찰2)하였다. 초현실주의 기

법을 바탕으로 한 연구는 김승아, 권연옥이 초현실주

의 표현 기법의 패션 스타일링에 관한 연구3)를, 이

효진, 오지아가 초현실주의 표현 기법을 응용한 텍스

타일 디자인에 관한 연구4)를 하였고, 강성주가 디지

털 프린팅 소재를 중심으로 초현실주의의 데페이즈

망 표현기법에 의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연구5)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에서 그 활용 빈도가

빈번해지고 있는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의 초현실

주의적 표현에 관한 연구는 그 사례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텍스타일 디자인의 독

창적인 시도로 나타나고 있는 초현실주의적 표현에

대한 연구로 이론적 고찰과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여

그 특성과 의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의 개념과 특성
일반적 의미에서 프린팅은 일반적인 염색에서 파

생되어 나온 기법으로 침염, 선염에서 다양한 색채의

패턴을 만들고자 개발된 기술이라 할 수 있다6). 디

지털 기술의 발달로 최근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

는 디지털 프린팅은 편편한 판에 잉크를 묻혀 잉크

로 미는 수작업 또는 자동화된 기계를 사용한 것과

달리, 디자인에서부터 날염까지의 공정을 디지털화함

으로써 제조 제판의 복잡한 과정 없이 디지털 방식

에 의해 날염하는 방식이다. 즉, 기존의 복잡한 날염

공정을 획기적으로 단축함으로써 환경문제를 개선하

고 다품종 소량생산이 가능하게 한 혁신적인 날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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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창의적인 텍스타일 작업에 용이하게 활용되

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프린팅은 기존 섬유 산업을

새로운 영역으로 등장하여,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

의 형태로 다양한 소비자 욕구에 경쟁력 있게 대처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표 1> 기존의 날염공정과 디지털 날염 공정비교

- http://www.dtpcenter.com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 공정을 살펴보면 먼저 디

자인 과정에서 디자이너는 원하는 이미지를 스캐닝

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의도에 따라

이미지 크기, 형태, 색상 등을 변경하고 각종 텍스타

일 기법을 이용해 다양한 원단, 색채, 정밀한 문양을

자유롭게 표현한다. 프린팅 과정에서 일반 원단과 달

리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의 경우 프린트 질의 향

상시키기 위해 코팅공정과정이 이루어진다. 즉 최상

의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프린팅 작업 전에 프

린트시의 발색향상과 잉크의 섬유 고착을 위해 행해

지는 전처리 작업과, 프린트 후 프린트 된 잉크를 섬

유에 고착시키고 발색하며 원단에 남아 있는 약품

등을 제거하는 등의 마무리 작업을 거친다<표 1>.

디지털 프린팅 기법은 인쇄매체 뿐만 아니라 예술

과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이용되어지고

있으며 그 활용 방법과 범위가 다양화 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프린팅은 크게

디자인적 측면과 제품 생산적 측면에서 장단점을 살

펴볼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7) 먼저 디자

인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모든 공정이 디지털 방식으

로 관리되므로 디자이너가 의도한 대로 다양한 색상

과 정밀한 무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이에 따

라 다양한 디자인 표현 기법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

이다. 이러한 간편한 공정은 디자인 모티브 및 색상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여 소량 계획생

산을 통한 패션 유행 변화에 용이하게 대처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생산적 측면에서 제도와 제판의 디

지털화에 따른 샘플 생산 공정의 간소화로 시간이

절약되고, 본 생산 공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어

작업 능률과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디지털화,

자동화된 장비를 이용하여 제품 설계나 색상조정, 염

료배합의 정확성을 실현하고, 생산 원료 필요량의 정

확한 계량으로 원가절감에 효과적이어서 생산 비용

을 절감하는 효과를 유도한다. 또한 스크린 약품을

사용하지 않아 오염된 물의 배출이 없다는 점과 샘

플생산 및 본 생산 과정에서 시 공간적 에너지 절감

으로 인한 환경 친화적 효과를 들 수가 있다.

그러나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은 이미지를 정확

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에 반해 기존 날염기에 비해

속도가 느린 편으로 재래식 날염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진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기능성은 좋아졌

으나, 기술력의 발달에 비하여 전처리 비용과 염료와

호료의 단가가 비싸 해결해야 할 개선점으로 나타나

고 있다. 또한 금색, 은색, 펄 등 메탈릭 칼라의 공급

이 어렵고 프린터의 특성상 흐린 색과 단색 표현 시

미세한 도트가 생긴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해상

도를 높임으로써 해결할 수 있지만 프린트 시간이

더 소요되어 출력 시간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은 보다 풍부한 예

술적 표현성을 창출함으로써 조형성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만들고 독창적인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게

하여, 텍스타일 분야에 창의적 도구로써 활용도가 높

아질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희소성이 있으며 독특하

고 세밀한 무늬의 이미지 표현이 가능하며 그라데이

션 등 복잡한 색의 변화가 용이하여 유행과 시장동

향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디자인 제품의 고급화

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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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현실주의의 개념과 표현기법
1) 초현실주의 발생 및 개념

초현실주의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의 영향을 받아,

인간 내면의 세계인 잠재의식과 무의식 또는 꿈의

세계에 대한 표현을 지향하는 1920년대 중반에 일어

난 예술운동으로 1차 세계대전 후 프랑스를 중심으

로 문학, 회화, 영화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8) 즉,

초현실주의는 이성에 의해 억압되어 왔던 무의식의

세계를 밝히고, 감성과 상상력을 이성의 우위에 놓음

으로써 인간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을 추구하고자 했

던 예술운동이다.9) 이러한 초현실주의가 명확한 형

태를 갖추게 된 것은 앙드레 브르통(André Breton)

이 ≪초현실주의 선언≫을 발간한 1924년부터이며,

1925년에는 이 운동의 첫 종합전이 파리에서 개최되

기도 하였다. 초현실주의는 합리성을 고의적으로 무

시한 반예술운동인 다다이즘에 기원을 두고 있으나,

적극적 표현과 창조적 태도, 내적 충동의 표현을 강

조하여 다다이즘과는 구별된다. 또한 상징, 우의 등

의 수법으로 내면의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꿈, 사랑,

생, 사, 환상 등의 주제를 표현한다. 이렇듯 초현실주

의는 다다이즘의 이념을 채택하고 자동기술법의 객

관적 우연 등의 기법을 이어받았으며, 주관적이고 감

성적 태도를 중요시하는 낭만주의에서 표현의 이념

적 근원을 찾을 수 있다.

2) 초현실주의 표현 기법의 특성

초현실주의 표현 기법은 데페이즈망, 자동기술법,

꼴라주, 앗상블라주 등 다양한 창작기법을 개발하여

비현실 세계로의 정신적 모험을 시각적으로 전개해

나갔다.10) 이러한 초현실주의의 표현 기법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초현실주의 기법은 크게 데페

이즈망과 오토마티즘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기법

은 모두 꼴라주에 바탕을 두고 우연의 법칙과 오브

제의 대상성에서 그 근원성을 찾아 볼 수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초현실주의 표현 기법을 데페이즈

망과 오토마티즘으로 나누어 그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1) 데페이즈망(Dépaysement)

초현실주의의 주된 경향으로 데페이즈망은 자연형

상의 재현을 일반적인 현실의 상황에서 멀리 벗어나

병치, 전환, 치환 또는 변화를 시키는 기법이다. 초현

실주의는 꿈과 상상과 같은 잠재의식 속의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 현실 세계의 정돈된 질서를 가진 사

물이나 상황들은 현실적 법칙을 무시하고 왜곡하여

결합시키는 방법을 이용하였다<그림 1>11). 이는 개념

적으로 익숙한 물체를 그 사물의 속성과 다른 엉뚱

한 곳에 놓이게 함으로써 사람에게 심리적 충격을

주어 마음 속 깊이 유폐되어 있는 무의식의 세계를

해방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12). 데페이즈망은 다

다이즘의 기법 중의 하나로 다다가 기존의 가치에

대한 단순한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데 반해 초현실주

의는 객관적이지 않은 장소로 이동시킴으로서 그 대

상의 객관성을 잃게 하며13), 이때 전환되는 사물이

이질적이면 이질적일 수록 혹은 객관성을 상실하는

정도가 클수록 보는 이들에게 새로운 주관을 갖게

한다. 이러한 데페이즈망은 단순한 위치전환이 아니

라 대상물 내부의 위치와 용도 전환, 일상적 오브제

의 도입, 자연물의 도입, 이질적인요소의 결합 등 여

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그림 2>14), 패션

을 비롯한 여러 예술 분야에 걸쳐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표현방법이다.

(2) 오토마티즘(Automatisme)

초현실주의에 있어서 자동기술법이라고도 불리는

오토마티즘은 작가의 이성이나 외부의 자극이 차단

된 상태에서 작가 내면의 세계를 무의식 상태로 기

술하는 것을 의미한다.15) 대표적인 오토마티즘 기법

으로는 프로타주<그림 3>16), 데칼코마니<그림 4>17),

등이 있는데 이는 무의식 상태에서 우연히 얻은 결

과물을 바탕으로 작품을 완성하는 방법이다. 우연 혹

은 자동으로 자연스런 과정을 거쳐 얻어진 결과물에

작가의 의도나 창작 정신이 더해지는 것이라 설명할

수 있다. 초기의 오토마티즘은 방법론적 관점으로 대

상물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작가의 의도나 의식을 개

입시키지 않고 무의식 상태에서의 자유롭고 비구상

적인 표현방법을 의미하였다. 즉, 위와 같은 표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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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현실주의적 표현기법

데페이즈망 오토마티즘

<그림 1> Le tombeau des

lutteurs, Rene Magritte, 1960

- http://arts.search.na

ver.com

<그림 2> Philosophy in

the Boudoir, Rene

Magritte, 1947

- http://arts.searc

h.naver.com

<그림 3> Vision Induced By

The Nocturnal Aspect Of

The Porte St. Denis, Max

Ernst, 1927

- http://www.abcga

llery.com

<그림 4> untitled, Oscar

Dominguez, 1936

- http://www.mo

ma.org

<표 2>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의 초현실주의적 표현사례

법으로서 자동드로잉에 의한 작품은 외부 의식의 개

입을 최소화하고 즉흥적이고 자유스러운 연상에 의

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후기에 나타난 보

다 발전된 형태의 오토마티즘 기법은 표현하는 방법

이 아니라 작가의 무의식 세계를 중시한다. 즉, 표현

기법의 자동화나 무의식 상태에서의 자동 기술이 아

닌 개인의 무의식 세계를 현실의 구상적 요소에 구

애 받지 않고 자유로이 묘사해 나가는 방법을 의미

한다.18) 이러한 오토마티즘 기법은 사실적이고 구상

적인 회화의 표현기법을 사용하면서도 보는 이로 하

여금 작가의 무의식 세계에 동참하게 하여 현실적

세계와의 혼란과 시각적 착시를 유도하고 있다.19)

Ⅲ.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의
초현실주의적 표현

1.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의 초현실주의적
표현사례고찰

본 연구는 현대 패션에서 보여지는 디지털 텍스타

일 프린팅의 초현실주의적 표현 사례를 고찰하기 위

해, 초현실주의의 대표적인 표현 기법인 데페이즈망

과 오토마티즘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1) 데페이즈망(Dépaysement) 표현 사례 고찰

이질적 사물을 위치 전환하는 데페이즈망은 패션

에서 이질적 요소의 조합이라는 방법적 원리에 따라

위치 전환된 모든 사물과 이미지들의 오브제화로 표

현 될 수 있다.20) <그림 5, 6>는 예술이나 디자인의

오브젝트 중에 입을 수 없는 것들을 모티브 다양한

이미지를 디지털 프린팅하여 의상과 이미지가 하나

가 되어 보이도록 하여 시각적 착각을 일으키는 사

례라 할 수 있다. <그림 5>21)의 경우 ‘여자를 방에

넣는 것이 아니라, 여자 안에 방을 넣고 싶었다’ 라

는 컨셉으로 진행하여 고풍스러운 건물의 내부에서

베란다, 창문 등을 통해 바라본 외부의 모습을 텍스

타일 디자인에 적용하여 프린트화했다<그림 6>22). 역

시 화려하고 장식적인 로코코 풍의 장식과 이미지,

왕족을 나타내는 어깨 띠 등의 이미지를 디지털 텍

스타일 프린팅으로 선보였다. <그림 7, 8>의 경우는

예술작품을 의상에 차용하여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

팅화 하여 의외성과 낯설음을 표현한 사례이다. <그

림 7>23)은 미국의 초현실주의 사진작가 만레이(Man

Ray)의 ‘앵그르의 바이올린’ 작품을 의상에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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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페이즈망

<그림 5> Mary

Katrantzou,

2011 S/S

- http://www.

style.com

<그림 6> Mary

Katrantzou,

2010 F/W

- http://www.

style.com

<그림 7> Jean-Charles

de Castelbajac,

2011 F/W

- http://www.

style.com

<그림 8> A-Lab Milano,

2013 Resort

- http://www.

trendlend.com

오토마티즘

<그림 9> Jeremy Laing,

2009 F/W

- http://www.

style.com

<그림 10> Christopher

Kane, 2011 Resort

- http://www.

style.com

<그림 11> Alexander

McQueen,

2009 S/S

- http://www.

style.com

<그림 12> Basso &

Brooke,

2010 S/S

- http://www.

style.com

<표 3>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의 초현실주의적 표현사례

표현하여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 한 작품이다. <그

림 8>24) 역시 사진 작품이라는 일상적 오브제의 위

치나 용도에 대한 고정 관념을 깨는 작업 중의 하나

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데페이지망 기법이 표현된 디지털 텍스타

일 프린팅 사례는 패션과 상관없는 일상용품을 본래

의 장소에서 떼어내어 패션이라는 장소에 위치함으

로써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였

다. 즉, 서랍, 가구, 열쇠 등 특별한 한계없이 다양한

분야에서 차용된 일상용품의 전환은 의외성, 이질성

등으로 초현실주의적인 새로운 재미와 유희를 부여

하였다.

2) 오토마티즘(Automatisme) 표현 사례 고찰

초현실주의의 오토마티즘에 영향을 받은 패션은

기존의 패션 틀에 얽매이지 않는 비구성적이고 비이

성적이며 비합리적인 성향을 나타낸다25). <그림 9,

10>의 사례는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트화된 의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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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목하기 어려운 이미지를 의도된 구도와는 달리 환

상적 형상에 의해 무의식의 또 다른 형태로 표출하

였다고 할 수 있다. 불꽃에 대한 순간적인 현상을 원

단에 직접 표현하거나<그림 9>26), 우주와 은하수를

옮겨 놓은 듯한 자유롭고 비구성적인 이미지를 디지

털 텍스타일 프린트화 하였다<그림 10>27). <그림 1

1>28), <그림 12>29)의 사례는 다양한 애니멀 패턴, 기

하학적인 패턴을 반복적이고 비정형적으로 배치함으

로써 전체적으로 좌우 대칭인 데칼코마니(decalco-

manie) 기법이 표현된 작품이다.

이와 같이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에 사용된 오토

마티즘 기법은 구상적 요소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

로이 묘사된 이미지를 프린트화하여 초현실주의적인

시각적 착시를 만들어내어 시각적 환상성을 표현하

였다.

2.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의 초현실주의적
특성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는 디지털 텍

스타일 프린팅의 초현실주의적 특성에 따라 사례를

크게 초현실주의의 표현 기법인 데페이즈망과 오토

마티즘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첫째,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에서 보여지는 데페

이즈망 기법의 표현특성을 살펴보면 크게 이질적 이

미지의 결합을 들 수 있다. 이질적 이미지의 결합은

이질적 요소의 조합이라는 방법적 원리에 따라 위치

전환된 모든 사물과 이미지들의 오브제화로써 실현

될 수 있다.30) 이질적 이미지의 결합은 원래의 대상

이나 속성과 새롭게 의미가 부여된 대상과 속성이

원래의 장소에서 벗어나 이중적 요소가 하나의 공간,

스타일링 안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위

치 전환되는 사물과 이미지들은 전혀 새로운 장소에

서 전혀 관계없는 일상용품, 자연물에서 복식의 구조

적인 형태를 이루는 부분이나 전체 등 모든 대상물

을 의미한다<그림 13>31), <그림 14>32). 또한 새로운

속성을 부여받은 대상물은 고유의 속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상징성을 내포한다.33) 이러한 이질적 이미지

의 결합은 복식과 연관성이 거의 없는 의외의 사물

을 조합하여 새로움과 자극을 주는 효과를 주며 이

질성이 클수록 초현실주의적인 이미지는 강하게 나

타난다. 현실적 착각을 일으킨 이중적 이미지나 다중

오브제로 보여지는 요소들을 의복에 표현하는 것으

로 상반되는 혹은 모순되는 이미지로 인식되는 이미

지를 한 의상 안에 표현함으로써 충격을 주어 초현

실적 이미지를 느끼게 해준다.34) 데페이즈망의 이질

적 이미지의 결합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작가 무의

식의 추상적 표현을 위해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

기는 하지만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사물을 통해 개인

의 초현실을 현실로 재현해 내는 점이다. 이때 하나

의 이미지로 통합되어가는 과정에서 그 수단이 되는

사물은 모순과 역설의 성격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둘째,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에서 보여지는 오토

마티즘의 표현특성을 살펴보면 크게 비정형적인 시

각적 유희로 표현될 수 있다.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

팅에서 보여지는 오토마티즘은 의도된 구도와는 별

도로 드러나는 초현실주의적 형상에 의해 무의식의

또다른 형태가 표출될 수 있다. 즉 반복적이고 비정

형적인 효과를 작품의 일부분에 사용함으로서 새로

운 질감표현 및 관찰자로 하여금 호기심을 자극한다

<그림 15>35).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에서 표현되어

진 오토마티즘 표현기법은 자동 기술<그림 16>이나

데칼코마니, 포토몽타주 기법들이 단독으로 사용되거

나 혼재되어 사용되어지며, 평면적인 공간에 입체적

인 효과를 전달한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 효과는 패

션에 있어서 디자이너의 의도가 완전히 배제된 디자

인이 존재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디

지털 텍스타일 프린팅에서 보여지는 오토마티즘은

그 근원적 표현 기법을 그대로 잇고 있는 것이 아니

라 개념적 차용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즉 자유롭고 비정형적인 시각적 유희로 표현되는 디

지털 텍스타일 프린팅의 오토마티즘은 무의식 상태

에서 표현하거나 표현과정 자체에 의도를 배제하는

방법적 오토마티즘이 아니라 무의식 영역을 현실적

으로 표현하는 이념적 오토마티즘이이라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기법을 통해 무의식을 넘나드는 시각적인

이미지의 세계를 창출하고 현실을 뛰어넘는 환상적

인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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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현실주의적 특성

데페이즈망 오토마티즘

<그림 13> hexa by kuho, 2012

S/S Seoul

- http://blog.daum.net

<그림 14>

Jean-Charles de

Castelbajac,

2011 F/W

- http:/ www.

style.com

<그림 15>

Marcella Virzi,

2009 S/S

- http://latestwomenfashio

n.blogspot.kr

<그림 16> Akris, 2009 S/S

- http://www.

style.com

<표 4>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의 초현실주의적 특성

Ⅳ. 결론
최근의 다양하고 복잡한 문화현상들은 패션에 있

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 중 초현실주의의 실

험적인 시도로써 여러 가지 표현 특성과 개념들은

패션에 자주 응용되고 있으며, 추상적인 것과 사실적

인 것들의 변형과 낯선 위치의 바꿈 등은 다양한 의

미와 새로운 환상성을 제시한다. 이론적 고찰을 통한

본 연구의 내용은 첫째,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에

대한 기술적 이해와 표현특성을 고찰하고 초현실주

의 표현 기법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통해 초현실주

의의 대표적인 표현 기법 중 하나인 데페이즈망과

오토마티즘에 대해 고찰하였다. 둘째, 디지털 텍스타

일 프린팅의 초현실주의적 표현 사례를 초현실주의

표현 기법에 따라 분류하고 각각의 특징을 분석하였

다. 마지막으로 표현 기법의 특성을 근거로 초현실주

의 표현을 통한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의 표현 방

법과 특성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은 평면적인 프린팅

이 인체와 결합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창출하고 회화

와는 다른 입체적인 디자인을 표출할 수 있는 효과

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을 통하여 시대를 초월하는 초현실

주의 표현 기법을 패션에 적용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이미지로 창출을 위한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에서 나타나는 데페

이즈망 표현특성을 살펴보면 이질적 이미지의 결합

을 들 수 있다. 이는 이질적 요소의 조합이라는 방법

적 원리에 따라 새로움과 자극을 주는 효과를 제공

하며 초현실적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었다.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 기술의 발달은 전통적인 프린팅 기

법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질적인 이미지를

결합하여 초현실적 이미지 표현을 용이하게 하였다.

셋째,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에서 보여지는 초현

실주의적 표현특성 중 오토마티즘 표현 특성은 비정

형적인 시각적 유희로 표현될 수 있는데, 반복적이고

비정형적인 효과를 디자인 일부에 사용함으로써 시

각적으로 호기심을 자극하며 시각적 유희를 창출하

고 현실을 뛰어넘는 환상성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

다. 즉,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은 프로타주나 데칼

코마니 기법 등 오토마티즘의 다양한 기법을 단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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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현하거나 혼재하여 표현하여 비정형적인 이미

지 표현을 손쉽게 하여 초현실적 이미지 표현에 적

합하였다.

이러한 실용적 디자인 활용요소로서 디지털 텍스

타일 프린팅은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사물을 소재로

이질적 요소의 조합과 비정형적인 시각적 유희를 표

현함으로써 여러 각도로 의상에 응용되고 소재나 디

자인 요소로 다양하게 활용하여 시대를 초월하는 초

현실주의를 표현할 수 있는 폭을 넓힐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이라는 발전된

프린팅 방법을 통하여 초현실주의를 표현하는 다양

한 표현 기법에 대한 연구로 현대 패션 작품의 기법

상의 결과로 인한 표현효과에 국한하여 연구를 진행

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초현실주의가 사라지

지 않고 현대 패션 영역에서 계속해서 회자되는 이

유는 시대를 초월한 공통적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초현실주의 표현특성이 새

로운 소재와 디자인 형성에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되

어질 것인가에 대해 예견해 보고 다양한 표현 기법

의 중요성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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