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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eaning of the hybrid digital culture and to find out 
the features of digital fashion shows appearing in the period of the hybrid digital culture as 
there have been almost no studies on the hybrid cultural values in the fashion shows and on the 
diachronic socio-cultural viewpoint of fashion show. The characteristics of hybrid digital culture 
were identified through the analysis of cases, and they were organized into three for this study; 
'non-economic creativity', 'interactive communication' and 'transcendence'. Based on these charac-
teristics, the features of hybrid digital cultures in the modern digital fashion shows were classified 
into the digitalization of presentation form and the acceptance by audience of digitalization using 
case studies. The features of digital fashion shows which appear through the presentation form in 
the digital fashion shows are as follows; 'Expansion of presentation media of runway' and 
'Destruction of component factors of runway'. The features of digital fashion show in the per-
spective of audience's acceptance of digitalization are as follows; 'Audience's field experience 
through the live video', 'Participation by audience in interactive manner' and, 'Immersion in the 
virtual reality by the aud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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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세기 말 범지구적 인터넷 네트워크의 구축을 기

반으로 유목민적 사고를 통한 세계화가 실현되고 있

으며 디지털 미디어 기술이 발달함에 따른 사회 문

화적 변화는 시대를 구분 짓는 새로운 문화양식인

유비쿼터스 환경을 야기시키고 있다. 즉 21세기는 디

지털 기술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던 시대를 지나 디

지털 담론만으로는 설명이 어려운 다차원의 시대로,

컴퓨터를 매개로 다양한 매체가 융합되고 사이버공

간과 현실의 상이한 영역이 뒤섞여 인간과 디지털이

수평적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소통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는 포

스트-디지털 시대(Post Digital Generation)의 문화적

패러다임으로, 모더니즘을 아우르는 포스트모더니즘

의 대안적 진화양상인 하이브리드 문화적 관점에서

담론화가 가능하다. 따라서 20세기 말 모든 경계를

허물고 소통하는 잡종적 사고를 필두로 한 문화 간

혼합은 가속화된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을 통해 하이

브리드 문화의 의미를 확장한 하이브리드 디지털 문

화로 진화하였다.

최근의 패션쇼는 디지털 네트워크 패러다임의 혁

명적 진화를 빠르게 수용하면서 디지털 문화와 상관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평적 대중소비문화

를 양산하여 패션문화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다. 즉

디지털 문화를 매개로 한 소통은 21세기 이후 패션

쇼에 나타난 새로운 변화의 핵심으로, 디지털 패션쇼

는 디지털 기술과 패션이 공존하여 표현되는 새로운

형식의 커뮤니케이션 매체이다.

패션쇼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2000년대 이전에는

국내 패션쇼의 실태나 역할 분석 위주의 연구가 주

를 이루었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인문학, 심리학,

공연예술, 미술 등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서 트렌드를

반영한 학제간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미시적

관점에서 중간매개체로써 패션쇼를 분석한 연구나

지역 문화 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접근한

연구, 관람객의 입장에서 패션쇼를 분석한 연구, 스

토리텔링이나 공연학적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 등으

로 구분될 수 있었다. 특히 최근에는 패션매체나 패

션 프레젠테이션, 디지털 영상 등을 중심으로 한 연

구가 진행되고 있는데1)2)3), 이 같은 연구의 흐름은

패션쇼의 다양한 표현 방식 및 형식의 다변화를 보

여주는 동시에 이를 매개로 반영된 사회문화현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패션쇼에 나타난 하이브리

드적 문화가치를 파악한 연구나 사회문화적 관점에

서 디지털 패션쇼를 분석한 연구는 미비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화 혼종화 경향인 하이브리드

디지털 문화의 의미를 분석하고 현대 디지털 패션쇼

에 나타난 하이브리드 디지털 문화적 특성을 규명하

는 것에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사례조사를 병행하였

는데, 문헌연구는 문화, 패션관련 서적 및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실증적 사례분석은 패션 브

랜드 및 디자인연구소의 웹사이트와 보그 온라인 웹

진(style.com)의 패션쇼 동영상, 패션전문지인 패션인

사이트와 패션비즈, 디자인잡지인 월간디자인을 바탕

으로 진행하였다. 이들 매체는 각 분야에서 최고의

부수와 공신력을 가지고 있으며 패션문화와 패션쇼의

현황을 분석할 수 있는 최적의 자료로 판단되었다.

연구범위로는 디지털 혁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디지털 라이프가 실현된 유비쿼터스 혁명과 하이퍼

사회가 거론된 시기를 기점으로 21세기 전환기 이후

부터 최근 2013년까지의 세계 4대 컬렉션 중 디지털

패션쇼와 디자이너 및 내셔널 브랜드의 국내외 디지

털 패션쇼를 중심으로 사례 분석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하이브리드 문화에 관한 고찰
혼종과 잡종으로 번역되는 하이브리드는 다양한

변화를 표현하는 개념들 중 하나로서, 결합의 원리는

21세기 문명화 전략의 핵심으로 인식되고 있어 모든

것을 수렴시키는 결합의 원리를 통해 최고의 효율을

얻을 수 있다고 여겨진다. 문명비평가인 마셜 맥루한

(Marshall Mcluhan)은 이종교배에서 창조적인 에너

지를 간파하고 시대의 흐름에서 제시되는 하이브리

드의 활성화를 변혁의 단계로 간주하였다.4) 이를 바



현대 디지털 패션쇼에 나타난 하이브리드 디지털 문화적 특성

- 133 -

탕으로 하이브리드의 개념을 ‘디지털 환경의 발전적

변화를 활용하여 기존의 문화적 가치와 결합해 혁신

적이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혼종화의 능동적 과정’

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개별적 현상 표현의 개념보다 포괄적이며 그 자체

의 특성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합한 것 이상을 실현

해 ‘섞이고 연계하는 과정’을 지향하는 하이브리드는

일방적인 흡수나 동화를 지향하는 통합과는 다른 통

섭(統攝)5)의 개념으로 이해된다. 오늘날 보편적인

문화 양상으로써 하이브리드와 유사한 뜻으로 혼용

되어 사용되고 있는 개념으로는 퓨전(fusion), 크로스

오버(crossover), 컨버전스(convergence), 콜라보레이

션(collaboration) 등이 있다.

퓨전은 영어식 ‘fusion’으로 명사화되며 ‘융합’, ‘통

합’, ‘융해’ 등으로 번역되는데, 사전적으로 ‘이질적인

두 종류 이상의 요소가 융합되어 새로운 특성을 나

타내는 것’을 의미하며 융합, 연합, 합병, 변화, 제휴,

충돌, 창조 등을 내포해 모든 문화적 현상에 사용되

고 있다.6) 크로스오버는 일종의 ‘장르 넘나들기’로

‘교차, 혼합, 횡단’으로 번역되어 ‘서로 다른 장르가

교차 한다’는 의미를 지니며7) 타 문화나 장르의 합

일을 통해 교차적, 절충주의 경향을 보인다. 접합, 융

합, 복합 등으로 번역되는 컨버전스는 여러 기술이나

성능이 융합되거나 합쳐지는 일, 즉 수렴의 의미를

지닌다. 제품 기능간의 기술적 복합은 컨버전스 개념

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며 하이브리드와 비슷하지

만 이종결합에 따른 새로운 창조를 강조하는 하이브

리드에 비해 기능들의 결합의 개념에 가깝다.8) 콜라

보레이션은 ‘협업’, ‘협동’, ‘합작’ 이라는 의미로 동종

업계나 이종업계간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브랜

드, 기업, 개인들 간의 협력적이고 동등한 위치에서

일정기간동안 협업 하는 것이다.9)

이러한 용어들은 기능, 편의, 미학적 가치를 낳는

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하이브리드에 포괄될 수

있으며10) 유사용어들이 의미나 정체성이 없이 기표

로만 존재하는 반면 하이브리드는 단순히 기표로 떠

도는 상황에 의미와 내용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담론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11)

혼종화의 과정은 경제, 사회, 정치, 과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인 패션쇼를 분석하는 이론적 틀로서 연계하고자, 패

션이 포함된 문화 분야에 연구범위를 한정하였다.12)

전 세계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된 오늘날, 매

체의 발달이 시대의 문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13), 포스트모더니즘 논리에 의해 흩어지고 방

랑하는 디아스포라(diaspora)14)와 노마드(nomad

e)15)현상의 초국경적 이동과 팽창은 혼종의 ‘하이브

리드’가 강력한 매체임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16)

하이브리드는 다원적이고 유동적인 포스트모더니즘

의 표현양식이라 할 수 있는데, 잡종화의 근원인 포

스트모더니즘 문화가 추구하는 분화와 해체의 경직

된 분리현상이 한계점에 이르게 되자 효율의 극대화

가 요구되면서 하이브리드의 활동 가능성을 열었

다.17) 새로운 의미 창출의 기대가 사라진 1990년대

이후 하이퍼 사회18)가 등장하였으며, 하이브리드 문

화는 장르간의 혼합,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융합, 현

실과 가상의 공간적 경계 허물기까지 범위를 넓혀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2. 패션쇼에 관한 고찰
패션쇼의 일반적 의미는 ‘살아있는 모델에게 작품

을 입혀 무대 위에서 작품을 소개하는 것’으로 소비

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기 위한 판매촉진의 수단이

며, 브랜드의 이미지 향상을 위한 매체로써 소비자인

관객에게 생동감을 주어 재미있고 친밀하게 유행의

경향을 보여 주고 상품을 소개하는 것이다.19)

패션쇼의 구성 요소는 내용적 측면에서 음악, 퍼포

먼스(performance), 오프닝(opening)과 피날레(finale),

형태적 측면에서는 조명, 특수효과와 영상, 런웨이와

백드롭(Back drop)으로 구분될 수 있다. 패션쇼는

공간적으로 런웨이와 객석이 분리되며 음악과 음향

효과, 조명 등을 통해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비언어극(Non-verbal per-

formance)의 일환인 퍼포먼스가 강화되고 연극, 조형

예술, 라이브 음악 등 타 장르와의 결합이 적극적으

로 일어났다. 패션쇼에서 의상, 모델, 음악, 효과, 조

명 등의 구성 요소가 조화롭게 이용되며 구성 요소

들의 효율적 활용은 의상의 가치를 좌우하는데,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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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쇼는 목적이나 디자이너, 브랜드의 의도에 따라

전통적인 패션쇼의 구성요소에 다양한 변화가 가미

되어 구성되고 있다.

패션의 프로모션을 위한 매체중 하나인 패션쇼는

패션디자인과 대중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로써 시각적

으로 가장 생동감 있게 패션을 보여주는 패션 메세

지 전달수단이며, 런웨이의 의상과 관객이 서로 공감

하는 소통의 장이다. 모더니즘 시대의 정형화된 패션

쇼가 상품을 보여주는 것이 주목적이었다면, 이후의

패션쇼는 이를 바탕으로 관객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매체적 범위를 확장하여 마케팅 수단으로서만

이 아닌 패션문화를 체험하는 문화공연형태로서 그

존재를 인정받았으며20) 이질적인 요소들의 결합으로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대중적인 이벤트예술로

변모하였다. 이는 포스트모더니즘 문화의 영향으로

고급문화와 대중문화 사이의 경계가 무너지고, 높아

진 체험욕구에 따른 문화 현상 때문이다.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총체적 종합예술인 패션쇼

는 21세기 이후 디지털 환경에 많은 부분을 의지하

며 탈장르화 현상을 더욱 확대시켜 혼성의 가속화를

지속하고 있다. 즉, 패션을 표현하고 이익을 창출하

고자 하는 패션쇼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양식은

시대에 따라 시대정신과 문화양상이 반영되어 왔으

며 최근 두드러진 변화의 근원인 디지털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패션쇼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따

라서 디지털 패션쇼를 ‘전통적인 패션쇼의 문화적 가

치에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을 활용하여 기존 패션쇼

의 표현방식 및 시각을 넓힌 다변화된 형식의 커뮤

니케이션 매체’라 정의할 수 있다. 기존의 패션쇼가

지닌 현실의 제약으로부터 보완적 기능을 하며 무한

상상을 실현하고 기존의 고정된 성격을 탈피하여 새

로운 형식과 내용을 창조할 수 있는 상상력을 지니

고 있는 것이다.

Ⅲ. 하이브리드 디지털 문화의 특성
20세기 말 모든 경계를 허물어 소통하는 잡종적

사고가 대두되어 문화 간 혼합은 이미 일상화되었으

며 나아가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을 통해 하이브리드

문화의 의미를 확장한 하이브리드 디지털 문화가 나

타났다. 잡종화에 근간을 둔 하이브리드는 21세기 디

지털 시대의 문화적 패러다임으로21), 디지털 시대의

진화양상인 포스트-디지털 시대는 디지털 환경에서

인간의 가치가 주체가 되는 시대로 수평적 상호작용

이 실현되어 능동적으로 통섭하는 새로운 디지털 커

뮤니케이션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는 서로 다른

가치를 조화롭게 융합하고 소통을 통해 더 높은 차

원의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원효의 ‘원융회통(圓融會

通)’사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상적 경험의 산물인 하이브리드

디지털 문화를 ‘기존의 문화형식이 진화하는 디지털

과 공존적 조화를 이루어 진보적으로 소통하는 매개

적 양식’이라 정의하고, 이러한 하이브리드 디지털

문화의 특성을 탈경계적 창조성, 쌍방향적 소통성,

초월성으로 정리하였다.

1. 탈경계적 창조성
디지털 환경에서의 하이브리드는 어떤 목적이나

지향점을 실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전략화 되는 ‘탈

경계적 창조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경계 없이 차

이를 인정하고 결합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창조되어

의미를 확장한 것이다. 특히 문화예술계에서는 문화

적 편견 없이 산업화되거나 매체 간의 경계를 넘나들

기 시작한 시도를 중심으로 해체를 넘어선 창조적 개

념의 탈경계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

로 공연에서 디지털 시대적 환경을 반영한 홀로그램

퍼포먼스를 시도하고 있는데, 그 예로 <그림 1>22)의

‘VR 브레이크아웃(Breakout)’은 기존의 ‘브레이크아

웃’을 테크놀로지와 결합해 ‘가상현실 입체영상 퍼포

먼스 공연’이라는 새로운 장르의 시도를 한 작품이다.

패션은 디지털 문화를 산업 전반에 끌어들여 패션

시장의 흐름을 바꾸고 있는데, 디지털 IT혁명은 패션

과 디지털의 산업적 탈경계를 양산하며 새로운 소비

문화 현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유비쿼터스 시대에는

디지털 문화와 패션의 상호작용이 더욱 본격화되어

새로운 패션문화를 선도하고 있는데, 최근 다양한 콘

텐츠를 지닌 <그림 2>23)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은

고객에게 한 단계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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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VR Breakout, 2011

- http://www.medialon.com

<그림 2> Fashion application

- http://www.style.com

<그림 3> Jan, Marussich,

Bleu Remix, 2007

- http://www.yannmarussich.ch

패션 브랜드에서는 이를 활용해 컬렉션이나 광고, 브

랜드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샤넬, 랄프

로렌(Ralph Lauren), 구찌(Gucci), 아디다스(Adidas)

등의 명품 및 글로벌 브랜드들은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브랜드의 이미지나 인지도를 각인시키기 위

해 다양한 콘텐츠의 ‘패션 앱’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디지털 예술의 영역도 더욱 확장되

었으며 예술과 과학, 창작자와 수용자, 새로운 매체

와의 거리를 좁혀 탈경계적 결합의 새로운 형식을

선보이고 있다. 넘나들기식 미디어의 힘을 이용하는

방법을 최초로 발견한 예술가들은 인쇄, 전기 미디어

를 넘어 현재는 디지털 매체의 비약적인 발달로 전

통적인 예술의 관점에서 벗어나 정형화된 질서를 탈

피한 무한 섞임 현상을 실현하고 있다. 이들 예술은

뉴미디어 아트24)로 통칭되며, 순수예술의 가치를 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을 통해 새로움을 찾아

창의적 변형을 이루는 것이다.25) 이러한 뉴미디어 아

트의 혁신성은 기존 요소들의 의미를 재정렬하고 재

구성하는 독특한 방식에 있으며, 기존에 있던 것을

재매개26)함으로써 새로움을 발견한다.27) 첨단기술을

통해 관객과의 유희적 소통을 지향하는 창작자들의

욕망을 해소시켜준 디지털 예술은 문화적 창조의 공

간을 제공하는데, 과학과 예술, 산업이 융합된 교류

의 장으로 세계적인 미디어 아트 축제인 ‘아르스 일

렉트로니카(Ars Electronica)’는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따른 현대 사회의 변화와 미래상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28) <그림 3>29)는 2007년 아르스 일렉트로

니카의 하이브리드 아트(hybrid art) 부문에서 수상

한 얀 마루시히(Jan Marussich)의 ‘블루 리믹스(Bleu

Remix)’로 신체가 기계로 확장된 사이보그로의 진화

를 시도한 작품이다. 현대 사회에서 테크놀로지의 발

전은 인간과 테크놀로지의 공존, 즉 인간과 디지털

매체의 하이브리드적 상호교류의 가능성을 요구하고

있다.30)

따라서 문화산업의 전반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공

연, 패션, 미술 등은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

하여 디지털 문화와의 경계 허물기를 통해 문화의

내용을 더욱 다양하게 하고 있으며 결합하는 과정에

서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창조하고 있다.

2. 쌍방향적 소통성
하이브리드 디지털 문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문화

소비자는 단순한 정보 소비자에서 정보 생산자로 사

용자의 위상을 높이는 커뮤니케이션의 변혁을 가져

왔는데, 이는 기존의 일방향적인 형태에서 쌍방향적

이고 동시적인 커뮤니케이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일어났음을 의미한다.31) 포스트-디지털 시대에는 실

시간으로 유행을 전달하고 이를 소비자와 다양하게

소통하는 전략적 상호관계를 형성하는 쌍방향적 소

통성의 특성을 보여주는데, ‘쌍방향적 소통성’이란 수

용적 입장에서 벗어나 시공간의 제약 없이 능동적이

고 개방적인 상호작용을 이룬 것이다.

미술분야에서 참가자들이 작품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의 주체가 되어 관람자들의 참여를 증대

시키는 상호작용 방식의 예술형식인 인터랙티브 아

트가 특히 두드러지고 있으며, 관객은 작가가 전달하

는 메시지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능

동적인 관점에서 참여하게 된다. 즉 양방향의 소통구

조를 가지고 있어 작품과 관람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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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시하는데 <그림 4>32)는 제5회 서울 국제 뉴미디어

아트 비엔날레에서 전시된 마이클 모리스(Michael

Morris), 요시코 사토(Yoshiko Sato)의 인터랙티브

설치 작품으로 관람자가 알 같이 생긴 의자에 앉으

면 측정한 무게대로 바닥에 푸른색 빗줄기가 물소리

와 함께 나오는 감각체험을 실현하였으며, 작품의 완

성에 관람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해 작품의 메시지를

경험하였다.

컴퓨터 시스템이 인간의 사용을 위해 구현되는 인

터랙션 디자인도 사용자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소통

적 예술로 볼 수 있는데, <그림 5>33)은 네덜란드의

디자인 에이전시인 Trapped in Suburbia 에서 선보

인 인터랙티브 포스터로, 전도성 페인트를 사용해 사

용자가 각자 다른 모양의 패턴으로 터치를 할 때마

다 다른 소리를 들려주어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

극하여 일명 ‘사운드 포스터(Sound Poster)’라고 불

린다.34)

현대 패션 산업에서 인터넷 미디어는 쉽고 빠르게

소비자와 소통할 수 있는 판매 통로로써 전지구적

네트워크를 통한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촉진자인 ‘웹’

패션 시장을 구축하고 있다.35) 이제 패션문화는 트위

터(Twitter)와 페이스북(Facebook) 등의 소셜네트워

크서비스(SNS)를 활용해 브랜드의 패션정보를 능동

적으로 공유하는 인터랙티브형 문화콘텐츠가 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패션매체였던 패션광고, 패션잡

지, 패션화보 등은 디지털을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에

게 더욱 친근하고 흥미롭게 다가가는 체험적 커뮤니

케이션으로 진보하고 있다. 예컨대 브랜드의 전통적

가치에 혁신적 소통 방식을 접목시키고 있는 버버리

(Burberry)는 2010 F/W 디지털 광고 캠페인에서 직

접 선택한 다양한 각도에서 광고를 입체적으로 경험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인터랙티브 방식

을 도입하여 감상적이었던 광고의 폭을 넓혔다. 시리

즈 형식의 디지털 광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MLB도 2010 F/W 3D 디스플레이 광고에서 어플리

케이션, 브랜드 바코드로 간편하게 체험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광고를 선보여 동영상, 룩북(Look Book),

음악스트리밍 등의 다양한 멀티콘텐츠를 동시에 즐

길 수 있는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였다<그림

6>36).37)

실시간으로 쌍방향적 소통을 이루기 위해 오프라

인 매장에서도 인터랙티브 방식을 구현하고 있다.

<그림 7>38)의 루이까또즈(Louis Quatorze)는 청담동

플래그쉽 스토어(flagship store)에 24시간 인터랙티

브 윈도우(Interactive Window)를 설치해 야간시간

에도 투명스크린의 3차원 홀로그래픽(Holographic)을

통해 제품을 볼 수 있도록 하여 홍보효과를 높였다.

특히 쇼 윈도우 앞에 지정된 Experience Spot에서는

조작자의 움직임에 따른 동작 인식의 인터랙션을 고

안해 사용자에게 차별화된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였

으며 브랜드의 가치 및 이미지를 향상시켰다.

랄프로렌(Ralph Lauren)도 옥외매체를 활용한 인

터랙티브 윈도우를 구현하였는데, <그림 8>39)은 런던

의 랄프로렌 플래그쉽 스토어로 매장 밖에 터치스크

린을 설치하여 ‘윈도우 쇼핑’라고 하는 옥외매체의

터치 스크린을 통해 상품 정보가 제공되며, 개인정보

입력 시 구매예약도 할 수 있는 새롭고 편리한 고객

형서비스를 선보였다.

<그림 9>40) 런던에서 문을 연 맥큐(McQ by

Alexander Mcqueen)의 플래그쉽 스토어에서도 D'

strict의 인터랙티브 플랫폼인 스티커스 프레임

(Stikus Frame), 스마트 미러(Smart Mirror)가 설치

되었다.41) 이는 유동적이고 이색적인 체험 공간으로

고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였는데, 스티커스 프

레임은 멀티터치스크린을 결합한 테이블로 카탈로그

를 감상하거나 SNS로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

였으며, 스마트 미러는 3D카메라로 고객의 동작을

자동 인식하여 착장 상태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날로그 매장에 디지털 플랫폼이

결합되어 제한된 공간의 개념을 확장하고 잠재된 다

수의 고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구현한

것이다. 실시간으로 정보를 얻고 쌍방향으로 이를 공

유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의 일부가 되

고 있으며, 소셜 커뮤니케이션은 문화산업과 고객이

소통하는 디지털 마케팅 전략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들 사례에서 보듯이, 패션은 물론이고 미술, 시

각디자인의 예술문화산업 전반에서 쌍방향으로 소통

하기 위한 인터랙티브 방식의 도입은 필연적이며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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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Morris, Michael,

Yoshiko, Sato,

Light Showers II, 2008

- http://news.naver.com

<그림 5> Trapped in

Suburbia,

Sound poster 1.0, 2013

- http://www.trappedinsubur

bia.com/

<그림 6> MLB, Digital

advertisement, 2010

- http://fashionbiz.fashionsc

out.co.kr

<그림 7> Louis Quatorze,

Interactive window, 2008

- http://www.dstrict.com

<그림 8> Ralph Lauren,

Window shopping, 2007

- http://usatoday30.usatoday.com

<그림 9> mCQ, Interactive platform, 2012

- http://www.dstrict.com

<그림 10> Secondlife, avatars, 2003

- https://secondlife.com

로운 시도를 위한 대안이 되고 있다.

3. 초월성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가상공간, 가상현실이 완벽

히 현존하는 것처럼 인지하여 사용자가 몰입하도록

유도하는 초월성을 보여주는데, ‘초월성’이란 탈경계

를 통해 창조융합을 이루는 단계로 물리적 현실에서

가상현실로 영역을 확장하며 나타난 제3의 입체공간

에서의 오감을 자극하는 체험양식이다.

대표적 하이퍼 디지털 세계42)의 전형인 <그림 1

0>43)의 세컨드 라이프(second life)는 아바타를 이용

해 가상현실의 사이버세계에서 새로운 인생을 열어

다양한 경험을 즐길 수 있게 해준다.

유비쿼터스 컴퓨팅과 대조적이었던 가상현실은 증

강현실로 영역을 확장하였는데, 이는 완벽하게 새로

운 공간을 창조하여 한정된 분야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가상현실과 달리 현실공간에서 필요한 정보를

덧입히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

지 않고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어 유비쿼터스 환경

에 적합한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현실세계를 바탕으

로 3차원의 가상물체나 특정정보를 겹쳐서 동시에

보여주는 기술인 증강현실은 사용자의 호기심을 실

시간으로 해소하고 가상현실보다 뛰어난 사실감으로

몰입감을 높인다.44) 그 예로 <그림 11>45)의 글로벌

패션브랜드 베네통(Benetton)은 ‘It's my time’의 디

지털 인터랙티브 캠페인 광고에 증강현실 기술을 도

입하여, 인쇄매체의 광고이미지에 있는 바코드를 웹

카메라에 비추면 참가자들의 정보를 3차원을 넘나드

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증강현

실은 모바일 환경이 조성되면서 더욱 확대되어 사회

문화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상상 속 미래의 기

술에서 현실로 들어와 전달방식의 범위와 영역을 확

장하고 있다. <그림 12>46)는 2009년 밀라노에서 열린

삼성 휴대폰 ‘코비’의 글로벌 런칭쇼로 ‘Journey to

Color’를 테마로 홀로그램 퍼포먼스 쇼를 보여주었는

데, 이는 실제와 홀로그램으로 제작된 가상세계가 어

우러진 증강현실을 구현하여 프레젠테이션의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가상현실에서 아바타를 통해 이루어지던 피팅 서비

스도 증강현실을 통해 현실과 더욱 가까워지고 있는

데, 3D 증강현실 쇼핑서비스인 <그림 13>47)은 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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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Benetton,

campaign advertisement,

2010

- http://www.benettonkorea.co.kr

<그림 12> Samsung corby, launching

show, 2009

- http://www.dstrict.com

<그림 13> TryLive, Virtua dressing

Room, 2013

- http://www.trylive.com

<그림 14> Tiffany&Co, 4D show, 2010

- http://mdesign.design.co.kr

<그림 15> Digilog samulnori, 2010

- http://www.dstrict.com

<그림 16> Live park,

Mega 3D projection, 2011

- http://www.thelivepark.com

Live의 가상의 피팅룸(Virtual Fitting Rooms)으로,

카메라가 설치된 컴퓨터에서 사이트에 올라온 제품을

촬영 이미지와 겹쳐 실물처럼 착용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의 패션 스토어에

서도 고객에게 새로운 제품 체험 방식을 제공하기 위

해 가상현실피팅룸의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디지털의 발달이 가속화되면서 소비자들의 유희적

몰입을 유도하고 환상적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현

실과 가상, 인간과 기계를 초월하는 3D, 4D 기술은

산업 전반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체험 양식의 개발이 가속화 되고 있다. <그림 14>48)

은 건물 외벽을 스크린 삼아 투사하여 공간을 초월

해 미디어의 기능을 구현하는 방식인 미디어 파사드

로 진행된 보석회사 티파니(Tiffany&Co)의 베이징

진출 기념 이벤트로, 대형 건물의 모서리를 중심으로

두 벽면을 활용한 4D 입체영상을 투사하여 색다른

공간감과 웅장한 스케일의 입체감을 연출하였다.49)

4D 아트라는 새로운 예술 장르의 공연도 선보여졌

는데 <그림 15>50)은 세계 최초의 4D공연인 디지로그

퍼포먼스 ‘죽은 나무 꽃피우기’로 한국의 전통문화에

입체영상 시대를 반영한 새로운 경험을 창출하였다.

움직임과 소리에 반응하는 인터랙션 홀로그래픽 기

술로 실제 인물과 가상의 복제된 인물, 사물이 한 공

간에서 상호작용하였는데, 이는 퍼포먼스의 스토리를

강화하고 무대공간을 확장시켰으며 4D 아트로 공감

각적 체험을 실현하였다.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공연, 전시, 게임 등을 한

공간에서 체험할 수 있는 복합공간도 생겨나고 있는

데, <그림 16>51)는 세계 최초의 4D형 테마파크인 ‘라

이브 파크’로 입체영상, 증강현실, 미디어 아트 등을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해 4D로 경험할 수 있는 상상

체험의 공간이다. 이는 디지털 기술을 예술매체로 확

장한 새로운 장르의 문화 공간으로 예술과 테크놀로

지, 현실과 가상, 인간과 기계는 체험을 통해 이질적

결합을 초월하고 있다.

디지털화된 현실세계인 디지털 버추얼 환경은 현

실과 가상을 초월한 제3의 입체공간을 개척하여 오

감을 자극하는 체험으로 사용자의 몰입을 유도하고

있는데, 디지털 영역에 존재했던 상상의 공간은 디지

털 기술의 발달로 다차원의 세계를 초월하여 현실화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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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Relationship between hybrid digital cultural features and the features of digital fashion show

Ⅵ. 디지털 패션쇼의 하이브리드
디지털 문화적 특성

자극적인 소재와 특수효과, 연극적인 무대연출로

대중들의 관심을 끌고자 하였던 패션쇼는 이미지 문

화에서 디지털 문화로 진화하면서 하이브리드 디지

털 문화시대의 현대 패션쇼로 인간, 컴퓨터, 의상이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매개적 수단이되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은 21세기 이후 패션쇼에 나타

난 새로운 변화의 핵심으로, 현대 패션쇼는 ‘패션과

디지털을 매개로 소통하는 새로운 형식의 커뮤니케

이션 매체’인 디지털 패션쇼를 선보여 차별화를 꾀하

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분석한 하이브리드 디지털 문

화의 특성인 탈경계적 창조성, 쌍방향적 소통성, 초

월성이 디지털 패션쇼에 어떠한 하이브리드 디지털

문화적 특성으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오늘날의

디지털 패션쇼는 디지털의 발달로 전형적인 런웨이

의 개념을 탈피하여 기존의 공간적 틀을 벗어난 쇼

의 방식을 선보이고 있으며, 매체적 공간의 확장으로

관객의 범위는 불특정 다수로 넓어져 관객의 가치를

더욱 부각시키는 방식의 패션쇼를 구현하고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패션쇼에 나타난 발표

방식의 디지털화과 이에 따른 관객 수용 방식의 디

지털화로 분류하여 하이브리드 디지털 문화적 특성

을 분석하였다.

하이브리드 디지털 문화의 특성이 반영된 디지털

패션쇼의 하이브리드 디지털 문화적 특징으로는 첫

째, 디지털 패션쇼의 발표방식의 디지털화에 해당하

는 런웨이의 발표매체확장과 구성요소의 파괴는 하

이브리드 디지털 문화의 탈경계적 창조성과 쌍방향

적 소통성이 반영된 결과이며 둘째, 디지털 패션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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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Gucci, Virtual fashion show,

2011 S/S

- http://bntnews.hankyung.com

<그림 19> Viktor & Rolf, 2002 F/W

- http://www.youtube.com

<그림 20> Gareth Pugh, 2009 F/W

- http://www.style.com

관객의 수용적 측면에서의 특징인 생중계 영상에 따

른 관객의 현장체험, 쌍방향적 관객참여, 극현실적

가상에 의한 관객의 몰입은 하이브리드 디지털 문화

의 탈경계의 창조적, 쌍방향적, 초월적 특성이 각각

반영되어 디지털화 되고 있다<그림 17>.

1. 디지털 패션쇼 발표 방식의 디지털화
1) 런웨이의 발표 매체 확장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로 패션발표매체의 영역 및

범위가 확장됨으로써 패션쇼 또한 실시간으로 인터

넷을 통해 전달하는, 즉 오프라인의 패션쇼 공간과

온라인의 가상공간을 연결하여 패션쇼의 발표매체영

역 및 범위를 확장하는 ‘런웨이의 발표 매체 확장’이

나타났다.

패션이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수용하여 소비자와의

소통을 이룬 시초는 ‘인터넷 중계’로, 전 세계인들이

파리, 밀라노 등지에서 나오는 최신 패션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접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패션 브랜

드들은 세계 각국으로 홍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이를 반영해 명품 브랜드에서도 전통을 고수한 이미

지 유지 차원에서 벗어나 대중화 전략의 일환으로

스마트폰, SNS, 브랜드 웹사이트 등의 다양한 디지

털 멀티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실시

간으로 소비자와 소통하는 디지털 마케팅을 활발하

게 이끌고 있다.

디지털 매체는 패션산업에 있어 중요한 홍보의 장

이자 소통 통로로 자리 잡았는데, 명품 브랜드 최초

로 루이뷔통은 파리에서 열린 2010 F/W 컬렉션을

페이스북, 모바일을 활용한 실시간 생중계로 선보여

발표 매체의 영역 확장을 통해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였다.52) 구찌에서는 밀라노에서 열린 2011 S/S 컬

렉션을 디지털 플래그쉽 스토어의 플랫폼에 가상의

패션쇼 공간을 만들어 생중계하였는데, 패션쇼 라이

브 스트리밍 서비스(live streaming service)에 가입

한 가상의 관객에게 인터넷 티켓을 배부해 자리를

가상으로 배정하여 생생한 현장감을 경험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이처럼 웹상으로의 매체 확장은 고객과의

관계를 좁히고 브랜드 정보에 대한 호기심을 유도하

는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그림 18>53).

현대 디지털 패션쇼에서는 오프라인의 패션쇼 공

간인 런웨이가 온라인 공간인 웹을 통해 매체적 공

간 확장을 이루면서 패션쇼의 공간적 범위를 넓혀

발표방식의 디지털화를 실현하고 있다.

2) 런웨이 구성 요소의 파괴

전통적인 패션쇼의 구성 요소를 음악, 퍼포먼스,

오프닝과 피날레의 내용적 측면과 조명, 특수효과,

영상, 런웨이와 백드롭의 형태적 측면에서 구분할 수

있는데, 현대 디지털 패션쇼에서는 구성 요소들의 경

계를 허물고 디지털의 영역을 확장하여 기존의 구성

요소를 배제시키는 발표 방식의 디지털화가 나타나

고 있다. 패션쇼의 구성 요소를 디지털이 대체하거나

제한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런웨이 구성 요소의 파

괴’가 나타난 것이다.

첫째,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무대연출

시 조명, 특수효과, 영상을 중심으로 나타난 디지털

기술은 주로 무대의 컨셉이나 배경을 극대화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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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사용되었으나 런웨이의 발표대상인 의상 자

체에도 적용되어 한 가지 의상에서 다양한 패턴의

변화로 다수의 의상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디

지털 기술의 적용범위가 확장되었다. <그림 19>54)의

빅터앤롤프(Viktor & Rolf) 2002 F/W 컬렉션은 일

기예보를 할 때 흔히 사용하는 블루 스크린의 크로

마키 기법55)을 의상에 응용하였는데, 블루 의상 을

입은 모델들에게 그래픽 영상을 비춤으로써 그 자체

가 움직이는 브라운관이 되어 다른 이미지로 맵핑되

는 효과를 보였다. 이는 사전 제작한 다양한 이미지

가 교차되면서 의상의 시각적 영역을 확장하고 관객

의 시야를 넓혔다.

둘째, 디지털을 활용한 에니메이션이나 다큐멘터

리 형식의 영화, 사전 제작 동영상의 버추얼 패션영

상을 무대의 스크린을 통해 상영하여 전통적인 패션

무대의 백드롭의 역할을 확장하기도 하며, 나아가 패

션쇼의 기본 구성요소인 모델 자체를 대체하기에 이

르기도 한다. <그림 20>56)의 가레스 퓨(Gareth Pugh)

2009 F/W 컬렉션은 무대 전면에 대형 스크린을 설

치하여 사전 제작된 영상을 상영하였다. 런웨이와 모

델 등이 동영상으로 대체되어 스크린을 통해 모델의

역동적인 움직임과 화려한 영상미를 구현하기도 하

는데 이는 패션쇼를 영화처럼 감상할 수 있는 재매

개 형식을 띤다. 흑백의 대비로 구성되어 의상의 실

루엣 변환 및 소재의 특성을 강렬하게 표현하였으며,

영화관을 연상시키는 정면 스크린의 자리배치는 관

객들의 주목성을 높였다.

셋째, 전통적인 패션쇼가 쇼장에서 관람하는 특정

관객을 대상으로 발표되는 기회적 한계를 넘어, 불특

정 다수의 관객을 대상으로 하며 디지털 가상공간이

런웨이가 되는 현장감을 완전히 배제한 온라인 패션

쇼도 선보여졌다. 이는 기존의 패션쇼 형식에서 완전

히 탈피하여 온라인의 가상공간에서 구현되는 ‘웹 쇼’

로,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패션쇼의 구성 요소가

전부 배제된, 디지털이 중심이며 그 자체인 새로운

형식의 패션쇼이다.

<그림 21>57)의 2009 S/S 빅터앤롤프 컬렉션에서

는 샬롬 할로우(Shalom Harlow)가 패션쇼의 유일한

모델로 등장하여 디지털 영상을 통해 의상을 선보였

는데, ‘버추얼 쿠튀르 살롱(Virtual Couture Salon)’을

주제로 한 온라인 패션쇼로 모델의 런웨이를 촬영한

영상을 디지털로 전환하여 브랜드 웹사이트를 통해

선보였으며 디지털 실사영상의 패션쇼를 불특정 다

수의 관객이 수평적 입장에서 관람하였다.

인간 모델을 완전히 배제하여 모델에 대한 사고를

전환한 패션쇼도 선보였는데, <그림 22>58)은 온라인

에서 모델 대신 레고(Lego)를 사용하여 재미있는 시

도를 보여준 카스텔바작(Castelbajac)의 2009 S/S 컬

렉션으로 전형적인 패션쇼의 구성 요소들인 런웨이,

모델, 관객 등이 가상현실에서 레고모델이라는 장난

감 그래픽을 통해 구현되었다. 온라인 레고 패션쇼는

3D 에니메이션 첨단기술로 제작되어 쇼의 테마인‘펀

(fun)’의 이미지를 재미있는 장난감 인간형 모델로

잘 표현했으며, 이는 대중들의호기심을 불러일으켜

브랜드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인지도를 높였다.

소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09년부터

온라인 홍보팀을 만든 랄프로렌의 자사 브랜드인 럭

비(Rugby)는 비용절감의 일환으로 2009년 브랜드

홈페이지를 통해 새로운 온라인 방식의 가상 패션쇼

‘Make Your Own Fashion Show’를 선보였다. 모델

이 방송용 그린 스크린을 배경으로 걷는 장면을 촬

영해 가상의 이미지와 합성하였으며, 관객들이 룩의

순서나 배경음악을 직접 선택하고, 마음에 드는 제품

을 즉각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하였다.59) 이는 창작

자와 감상자의 경계를 허물어 참여도를 극대화시켰

으며, 온라인 패션쇼의 포맷을 확장하였다<그림 2

3>60).

루이뷔통(Louis Vuitton)은 2011 S/S 컬렉션이 끝

나고 또다시 의상 중심의 디지털 패션쇼를 선보였는

데, 페이스북, 아이폰을 통해 모델의 이미지를 다각

도에서 촬영한 영상을 360도로 회전하여 감상할 수

있도록 하여 의상의 세밀한 관찰이 가능한 온라인

패션쇼로 새로운 방식의 시도를 하였다.

온라인 패션쇼는 새로움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

며 커뮤니케이션의 범위를 넓힌 획기적인 패션쇼로

초기에는 각광받았으나 오프라인에서의 현장감을 전

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현재는 정체기에 있는 실정

이다. 디지털로 옮겨지는 순간, 패션쇼 특유의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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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Chanel, 2006 S/S

- http://www.youtube.com

<그림 25> Alexander

McQueen, 2010 S/S

- http://www.style.com

<그림 26> Daffy's interactive

live fashion show 2009 F/W

- http://blog.naver.com

<그림 27> Codes combine,

2012

- http://aqua417.blog.me

<그림 21> Viktor & Rolf, 2009 S/S

- http://www.style.com

<그림 22> Castelbajac, 2009 S/S

- http://www.submarinechannel.com

<그림 23> Rugby, 2009

- http://www.fashionbiz.co.kr

감, 생동감에서 느껴지는 감동 등 많은 요소들이 사

라지거나 약화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상현

실로 영역을 확장한 온라인 패션쇼의 시도로 현대

패션쇼의 발표 방식은 더욱 다양화 되었으며,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디지털의 발달로 미래의 패션쇼에

서는 이를 극복하여 한층 진화된 사이버 패션쇼로

그 수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2. 디지털 패션쇼 관객 수용 방식의 디지털화
1) 생중계 영상에 따른 관객의 현장 체험

현대 디지털 패션쇼에서는 관객과의 커뮤니케이션

에 있어 현장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무대중앙이나 측

면에 오브제 및 스크린을 설치하여 패션쇼의 전반적

인 모습을 라이브 영상으로 보여줌으로써, ‘생중계

영상에 따른 관객의 현장 체험’이 가능해졌다. 샤넬

2006 S/S 컬렉션은 무대 전면 중앙에 대형 컴퓨터

모니터와 키보드를 설치하여 디지털 문화를 하나의

오브제로 표현하였는데, 화면에 실시간으로 무대의

모습을 전달하여 현장의 분위기를 관객이 체험할 수

있게 하였다<그림 24>.

돌체 앤 가바나(Dolce & Gabbana) 2010 S/S 컬

렉션은 무대 뒤의 패션쇼 준비과정을 무대 좌우의

천정에 설치된 소형 모니터를 통해 쇼가 끝날 때까

지 실시간 영상으로 보여주었다. 화려한 런웨이와 분

주하고 정신없는 무대 뒤가 공간의 확장을 통해 동

시에 펼쳐짐으로써 관객들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

어 현장감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더 나아가 사전제작영상과 실시간 영상을 반복하

여 상영한 예로 <그림 25>61)의 알렉산더 맥퀸 2010

S/S 컬렉션에서는 동영상 이미지와 무빙 카메라로

촬영한 모델의 모습이 실시간스크린으로 무한 반복

되는 무대화면으로 시공간을 넘어선 소통의 가능성

을 보여주었는데, 생물체의 표피를 연상케 하는 CG

작품의상과 대형 LCD 스크린의 상영이 조화를 이루

어 무대를 확장시켰다. 교차되는 모델의 실시간 영상

은 시공간의 경계를 넘나들며 관객들이 더욱 실감나

는 하이테크 패션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현장감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패션쇼에서 쇼의 컨셉이나 디자인 정보를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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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디지털 영상은 실시

간으로 패션쇼의 모습을 생중계하며 관객이 생동감

있는 패션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현장 체험을 유도

하고 있다.

2) 쌍방향적 관객 참여

21세기 포스트-디지털 시대의 패션쇼에 나타난 가

장 뚜렷한 특징 중 하나는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

해 대중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용자 중

심의 인터랙티브 방식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패션쇼 연출의 행위자가 될 수 있도록 능동적 참여

를 유도하여 수용적 입장의 객체에서 창작자 입장의

주체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수용적 입장에서 간접

적 체험을 하였던 기존의 패션쇼에서 벗어나 패션쇼

의 내용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체험하는 ‘쌍방향적

관객 참여’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관객과 패션쇼가 능동적으로 참여적 소통을

이룬 것으로 <그림 26>는 미국의 패션 브랜드 Daffy's

가 시즌 제품의 홍보를 위해 선보인 쌍방향적 체험

의 2009 F/W Daffy's retail store 인터랙티브 라이브

패션쇼이다. 이는 특정 공간이나 관객, 무대의 정형

화된 틀에서 벗어나 매장 윈도우에서 모델이 착장을

변경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매장 앞의 전광판

에 나타난 관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표정이나 몸짓,

의상의 코디를 연출한다. 이에 따른 관객의 반응은

실시간으로 전광판에 노출되어 호응도를 높였으며

관객의 범위를 넓혀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62)

국내 사례로는 <그림 27>63) 코데스 컴바인(Codes

combine)의 런칭 10주년 쇼가 인터랙티브 윈도우 방

식으로 연출되었는데, 모델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관객들의 요구대로 움직이며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

공하였으며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어 패션쇼의 관심

도를 높이고 대중적 이미지를 강화하였다.

인터랙티브 방식의 패션쇼에서 관객은 패션쇼 연

출의 주체이자 행위자가 되었으며, 모바일 미디어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직접적인 커뮤니케이

션으로 모델과 관객의 경계는 더욱 좁아졌다. 즉 관

객의 역할이 패션쇼의 내용을 결정하는 형식의 디지

털 패션쇼는 관객참여의 쌍방향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3. 극현실적 가상에 의한 관객의 몰입

디지털 영상 표현 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다차원의

공존적 변화를 시도하는 디지털 패션쇼가 나타났는

데,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초월한 절충적 혼합형태로,

오프라인에서의 장점인 현장감은 그대로 보존하고

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인간의 지각영역을 확장시

키는 하이퍼형 패션쇼이다. 이는 시공간을 초월해 물

리적 현실과 가상공간을 넘나드는 입체적인 제3의

공간을 구현하며 관객을 극현실의 세계로 이끌어 몰

입을 강화한 ‘극현실적 가상에 의한 관객의 몰입’을

보여준다. 그 유형으로는 첫째, 3D 디지털 기술의 발

달로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 입체안경을 사용하면

패션쇼를 가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가상체험 패

션쇼이다. <그림 28>64)은 버버리의 2010 F/W 컬렉

션으로 버버리 생중계 사이트를 구축하여 전 세계

최초로 3D 라이브 생중계를 실시하였다. 런던에서

열린 패션쇼에 직접 오지 못한 관객들도 특정된 공

간에서 3D 안경을 쓰면 입체영상을 통해 실제 패션

쇼에 있는 것처럼 현장감 있는 디지털 패션쇼를 즐

길 수 있도록 연출하였다.

둘째, 3D 기술을 접목하여 가상적 현실을 패션쇼

를 통해 구현한 경우이다. 홀로그램 기술이 패션쇼를

통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최초의 시도는 무

대 중앙에 설치된 투명한 피라미드에서 선보인 케이

트 모스(Kate Moss) 3D 홀로그램 영상을 선보인

<그림 29>65)의 알렉산더 맥퀸 2006 F/W 패션쇼의

피날레이다. 사전 제작된 실사 영상을 디지털 편집

방식을 거쳐 홀로 그래픽 기법을 사용해 미디어 아

트처럼 상영한 것으로66), 이는 평면스크린에서 나아

가 3차원의 입체 영상 퍼포먼스를 시도함으로써 관

객들이 공간의 확장에 따른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

도록 하였다.

가상세계를 기반으로 한 패션쇼는 다양하게 변모

하고 있는데, 입체적인 제3의 공간을 구현하는 디지

털 패션쇼는 실제 런웨이에 디지털 홀로그램이 펼쳐

져 가상의 형체와 물리적 실제가 동시에 런웨이를

구성하기도 한다. <그림 30>67)은 디젤(Diese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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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Burberry, Scene of 3D

Digital fashion show,

2010 F/W

- http://www.fashionbiz.co.kr

<그림 29> Alexander McQueen,

Still from the hologram of Kate

Moss, 2006 F/W

- http://www.artcritical.com

<그림 30> Diesel, Liquid Space

Holographic Fashion Show,

2008 S/S

- http://www.coolhunting.com

<그림 31> Burberry, Virtual fashion show, 2011 F/W

- http://www.instylekorea.com

<그림 32> Ralph Lauren, 4D light show, 2010

- http://bntnews.hankyung.com

2008 S/S 컬렉션(Liquid Space Holographic Fashion

Show)으로 물리적 실제 모델과 가상의 홀로그래픽

모델이 최초로 결합한 패션쇼이다. 앞서 알렉산더 맥

퀸이 2006년 F/W 컬렉션에서 부분적으로 3D 홀로

그램을 선보인 적은 있지만 무대 전체 공간을 홀로

그램 기술이 차지한 것은 처음이며, 이는 홀로그램

기술의 발달에 따라 패션쇼가 디지털 아트 퍼포먼스

로 영역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액체 공간

(Liquid Space)’이라는 테마를 실현하기 위해 디젤은

3D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심해 생물의 형상을 홀로그

램 영상으로 구현하였는데, 무대에 투명하고 얇은 막

을 설치해 푸른색의 영상 속에 생물체가 실제 모델

과 함께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사라지는 것을 반복하

였다. 이러한 퍼포먼스는 환상과 실제, 시공간의 경

계를 모호하게 확장하여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고 몰

입을 극대화하였다.

<그림 31>68)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버버리 2011

F/W 컬렉션으로, 실제 모델과 홀로그램 속 가상의

모델들이 함께 런웨이를 워킹하는 버추얼 런웨이 쇼

를 연출하였다. 이는 홀로그래픽 모델들이 등장했다

가 파편처럼 사라지는 모습을 연출하며 한층 진화된

홀로그램으로 관객의 몰입도를 높였는데, 버추얼 기

술을 활용해 실제모델과 가상에서 연출된 모델이 구

별할 수 없을 정도로 한데 어우러졌으며, 순식간에

옷이 바뀌는 퍼포먼스도 시도되었다. 패션쇼에서의

디지털 홀로그램은 발전을 거듭하며 무대의 배경에

서 런웨이까지 진출하였는데, 무대 전체를 3D 홀로

그램이 장악하여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입체적으로

승화시켰다.

셋째, 3D기술을 넘어 4D기술로의 진화를 통해 다

양한 감각을 자극하여 관객의 몰입을 유도하는 4D

패션쇼도 시도되었는데, <그림 32>69)은 혁신적인 브

랜드 이미지를 실현하기 위해 테크놀로지, 예술, 패

션, 음악 등을 결합한 실험적인 시도로 공간을 초월

한 새로운 투사방식의 4D 디지털 프레젠테이션을 선

보인 2010 랄프로렌 4D 라이트 쇼이다. 오감만족을

지향하는 3차원의 입체영상이 몰입을 극대화시키는

4D 홀로그램 기술로 예술매체로의 영역 확장을 이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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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뉴욕과 런던의 랄프로렌 플래그십 스토어 빌

딩 정면에 건축물을 활용한 비디오 매핑을 획기적으

로 영사하여 빛의 설치 미술을 선보였는데, 이는 프

레젠테이션 형식의 장면들로 구성되어 하나의 스토

리로 연결되었다. 거대하게 투사된 이미지들이 빌딩

을 가득 채우거나, 관객 앞의 공간에 떠있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과 함께 음악, 바람 부는 소리가 더

해져 시청각적 효과를 극대화 시켰으며, 랄프로렌의

새 시즌 향수인 빅 포니(Big Pony) 컬렉션이 분사되

어 후각적인 체험이 더해지면서 4D 입체영상의 패션

쇼는 시각, 청각, 후각의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였다.

디지털미디어의 발달에 따라 현대 디지털 패션쇼

는 극현실적 가상을 통해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여

몰입감을 극대화시키고 있으며, 수용자가 느끼는 체

험의 강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기술의 발전은 시

대에 따라 무한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디지털 영상

기술 및 증강현실, 디지털 아트를 반영한 패션쇼는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변모할 것으로 보인다.

Ⅳ. 요약 및 결론
새로운 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본질인 패션쇼는 최근 들어 디지털 네트워크 패러다

임의 혁명적 진화를 빠르게 수용하면서 디지털 문화

와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 디지털 문화를 매개로한

소통은 21세기 이후 패션쇼에 나타난 새로운 변화의

핵심으로 패션문화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으며, 디

지털 패션쇼는 디지털 기술과 패션이 공존하여 표현

되는 새로운 형식의 커뮤니케이션 매체이다.

본 연구에서는 하이브리드 디지털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디지털 패션쇼의 특성을 도출하였으며, 먼저

하이브리드 디지털 문화의 특성을 첫째, 경계 없이

차이를 인정하고 결합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창조되

어 의미를 확장한 ‘탈경계적 창조성’, 둘째, 수용적

입장에서 벗어나 시공간의 제약 없이 능동적이고 개

방적인 상호작용을 이룬 ‘쌍방향적 소통성’, 셋째, 물

리적 현실에서 가상현실로 영역을 확장하며 나타난

제3의 입체공간에서의 오감을 자극하는 체험양식인

‘초월성’의 3가지 특성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바탕으

로 현대 디지털 패션쇼에 나타난 하이브리드 디지털

문화적 특성을 발표 방식의 디지털화와 디지털화에

따른 관객의 수용 방식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디지털 패션쇼 발표 방식의 측면에서 규명한 디지

털 패션쇼의 특징은 첫째, 오프라인의 패션쇼 공간과

온라인의 가상공간을 연결하여 패션쇼의 발표 매체

영역 및 범위를 확장한 ‘런웨이의 발표 매체 확장’,

둘째, 패션쇼의 구성 요소인 무대나 모델을 디지털이

대체하거나 제한하여 사용하는 방식인 ‘런웨이 구성

요소의 파괴’가 나타났다.

디지털화에 따른 관객의 수용 방식의 측면에서 규

명한 디지털 패션쇼의 특징은 현장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무대중앙이나 측면에 오브제 및 스크린을 설치

하여 패션쇼의 전반적인 모습을 라이브 영상으로 보

여준 ‘생중계 영상에 따른 관객의 현장 체험’, 수용적

입장에서 간접적 체험을 하였던 기존의 패션쇼에서

벗어나 관객의 참여로 패션쇼의 내용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체험하는 ‘쌍방향적 관객 참여’, 시공간을

초월해 물리적 현실과 가상공간을 넘나드는 입체적

인 제3의 공간을 구현하며 관객을 극현실의 세계로

이끌어 몰입을 강화한 ‘극현실적 가상에 의한 관객의

몰입’이 나타났다.

현대 디지털 패션쇼는 아직은 상용화 초기단계이

므로 사례가 비교적 적어 구체적인 연구 효과를 논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디지털 발달의 가속화

로 패션쇼에서 디지털 매체의 역할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패션쇼의 변화양상을 시

대적 사고를 반영하여 분석하였는데, 디지털 패션쇼

의 유형이나 기술적 분석에서 벗어나 오늘날의 시대

문화적 특징인 하이브리드 문화적 사고를 반영하여

현상적 시각에서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는데 연구의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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