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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 aesthetic values between emotion of human and expression of technology in 
contemporary fashion as it analyzes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related cases in fashion based on principles of 3D 
Printing technology and the viewpoint of mechanic aesthetics.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3D Printing fashion is not only expressed diverse variations by its principles of formative methods, materials and 
properties, but also changes of silhouette by applying system of designers. Second, general characteristics of 3D 
Printing fashion is represented by various applications in SLS system, and it can be specifically explained 
application to a portion of clothing, decorative roles of clothing, complicated pattern making through crossing 
fabrics using 3D scanner and displaying a certain object changing fashion styles, and so forth. Third,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3D Printing fashion from the perspective of mechanic aesthetics is as follows. It can be analyzed 
as the integration of metaphysical values through compared symbolization of natural feature and technical evolution, 
partial dynamics and interactive velocity-based, formative combinations for abstract expression using architectural 
components, cosmos images and substantialized structures through images of organic space interacted human shapes. 
As the mention above, 3D Printing technology can creative a diverse area of fashion, and express images of new 
technological fashion through various works with continuous development of techniques.

Keywords: the perspective of mechanic aesthetic(기계미학적 관점), 3D printing fashion(3D 프린팅 패션), 
formative characteristics(조형적 특성) 

I. Introduction  

현대 과학 기술의 혁신성은 기존의 관념적인 틀

을 벗어나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을 통하여 시각적

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기술을 가시화 할 수 있는 

창조적 발상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디지털 테크놀

로지는 패션에 있어서도 과학기술의 혁신적 진보

와 더불어 예술 및 산업분야 등 다양한 영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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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 중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기술 중 하나인 3D Printing은 전 세계적으로 

현대 패러다임의 획기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

며, 이는 패션분야에서도 패션과 과학 기술의 융합

된 테크놀로지라는 개념으로 미(美)의 새로운 기준

을 제시하였다. 3D Printing 패션은 3차원 데이터 

기술이 기존의 2D에서 3D로 발전함으로 인하여 

3D 패턴으로 의복을 구성하는 입체적인 작업이 가

능한 응용 프로그램이 개발되면서 진보한 디자인 

영역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처럼 과학 기술 기반

의 디자인과 미학의 새로운 개념으로서 관심을 받

고 있는 3D Printing은 최근 패션 디자이너들에게 

독창적이고 조형적인 디자인을 위한 영감을 제공

하고, 과학기술이 제반된 패션 미학을 실현시키기 

위한 하나의 표현 수단으로써 기술적 활용도를 높

이고 있는 추세이다(Kim et al., 2014).   
본 연구와 관련된 최근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3D 

Printing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3D Printing 국내외 

연구 동향(Kim & Kim, 2014)과 3D 프린터의 활용

현황과 응용방안에 관한 연구(Kim et al., 2013)가 

이루어졌다. 또한, 3D Printing의 다양한 산업분야

의 개발 연구(Cho, 2012; Choi, 2014; Han, 2013; 
Oh, 2014; Yoon, 2013)가 있다. 패션 분야에서는 

3D Printing을 활용한 패션 디자인 연구(Yang, 2013)
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3D Printing 테크놀로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

으나, 아직까지 패션 분야에 대한 연구는 일반적인 

디자인 동향에 대한 분석 또는 디자인 개발에서의 

연구만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기계미학적 관점에서 바라

본 3D Printing의 원리와 현대 패션에서의 3D Printing
의 활용에 따른 조형적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과학

기술 융합의 패션이 제시한 새로운 미(美)의 관점

을 재조명하고 향후 3D Printing을 활용한 패션디자

인의 창조적 발상과 전개에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자 한다. 
연구의 방법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3D Printing

에 관련된 선행 연구 논문, 국․내외 단행본, 인터

넷 및 전문서적을 중심으로 한 이론적인 연구와 최

근 5년간 국․내외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수합한 3D Printing 기술이 접목된 의상의 이미지 

자료를 대상으로 사례연구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미지 선정기준은 3D Printing 테크놀로지에 관련된 

컬렉션을 검색하여 1차적으로 82장을 추출하였으

며, 패션 디자인 전공 석․박사 8인이 관련 이미지

의 기사 및 내용분석을 실시하고 3D Printing 테크

놀로지가 접목된 의상이라고 검증된 자료만을 선

정하는 전문가 집단조사를 통해 2차적으로 총 39장
을 최종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3D Printing 기술의 

표현에서 패션디자인의 요소 중 기본적 특징인 실

루엣과 조형을 중심으로 그 밖의 요소들을 다루었

음을 밝힌다.
기계미학을 주요 분석 근거로 제시한 배경은 인

문과 철학을 근간으로 하는 시대부터 자연주의적 

성향을 바탕으로 하는 과학기술의 가치체계로 진

보함에 따라(Lee, 1998), 테크놀로지와 인간의 관계

성, 예술의 기능성 등의 현상을 기술 기반의 실용

과 기능이라는 미의 새로운 미래주의적 관점으로 

3D Printing 패션현상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이론적 고찰을 통한 동향파악 

및 기초사례 분석을 통해 과학의 접목을 통한 패션 

산업영역 간 융합이라는 발전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데에 의의가 있다.     

II. Literature Review

1. Principals of 3D printing
3D Printing이란 신속 또는 쾌속 조형 기술로써 

산업용 로봇이라 일컫는 3D 프린터에 3차원으로 

설계된 도면을 2차원 단면으로 얇게 나누어 분석한 

후, 특수한 소재를 층층이 쌓아올려 입체적인 사물

을 만드는 ‘Additive Manufacturing’ 제작 방식을 의

미한다(Hue & Ko, 2013). 즉, 2차원의 형태로 이루

어진 이미지나 도면, 또는 형상을 스캔하여 디지털

화한 후 프린트 기술을 통하여 3차원의 입체물을 

제작하는 것이다. 3D Printing 테크놀로지는 1982년 

미국의 Charles W. Hull 박사가 현재 3D printer의 

제조 원리가 되는 Stereolithography를 발명하는 것

을 시발점으로 하여 1988년 그가 설립한 회사인 

3D Systems에서 SLA 250라는 상업용 프린트 장비

를 출시하게 되었다(Choi, 2014). 30년이라는 역사

를 갖고 있는 3D Printing은 입체적인 물건을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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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빠르게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이미 재료와 제

조비용이 많이 드는 항공이나 자동차 산업 등과 같

은 분야에서 디자인 평가를 위한 시제품(prototype 
model) 제작을 위해 주로 사용되어 왔다. 

3D Printing은 인쇄 방식에 따라 Subtractive manu-
facturing와 Addictive manufacturing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기존의 전통방식인 커다란 덩어리를 

도구로 깎아내어 원하는 모형을 만들어내는 방법

이며, 후자의 경우 Addictive manufacturing는 현재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인쇄 방법으로 공식 명칭

이 되기 전까지 Rapid prototyping으로 불려졌다(Hue 
& Ko, 2013). Addictive manufacturing은 조형 재료

의 형태와 조형 방식에 의한 분류로 구분된다. 먼
저, 조형 재료의 형태로 구분해 보면, 재료의 형태

가 액체 상태로 장비에 공급되며 주로 레이저빔이

나 강한 자외선으로 재료를 순간 경화시켜 형상을 

제작하는 Liquid-based RP systems, 고체 상태의 와

이어 또는 필라멘트 형태의 ABS 플라스틱 재료가 

extrusion head로 공급되면 열에 의해 녹아 압축되

는 Solid-based RP system이 있으며, Powder-based 
RP system은 분말 또는 미세한 플라스틱, 모래 또

는 금속 성분의 가루로 재료성질이 석고 성분인 경

우 프린터 헤드에서 분사되는 교결제에 의해 굳어

지는 시스템과 폴리아미드나 금속 분말의 경우 레

이저로 소결하여 경화되는 시스템이 있다(Hue & Ko, 
2013). 대표적인 조형방식은 SLA(Stereo Lithography 
Apparatus), SLS(Selective Laser Sintering), FDM(Fused 
Deposition Modeling), DLP(Digital Light Processing)
의 4가지 제조기술로 구분할 수 있다(Kim & Kim, 2014). 

2. Analytic criteria of formative characteristics 
based on theory of 3D Printing fashion from 
mechanic aesthetics  

기계미학(mechanic aesthetic)은 1910년대와 1920
년대를 풍미한 1차 기계시대와 관련된 여러 운동의 

공통점을 의미하며, 과학기술 진보에 따른 20세기

의 산업혁명으로 기계문명의 발달이 사회적․경제

적․문화적 영향이 중요하게 나타난 시기의 예술

사조이다. 이는 인간에게 물질적 풍요와 의식변화

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기
술과 다른 분야의 융합을 통한 미래주의(futurism)

에 관한 디자인으로 표출되었다. 
현대예술에 있어 기계미학에 근거한 미래지향적 

시도는 20세기 초의 미래주의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기계의 역동성을 찬양하는 미래주의를 근간으로 하

고 있다(Huh & Ro, 2013). 다시 말해서, 기계미학

이란 과학기술에 미적 특성을 더한 것이며, 반복에 

대한 대량생산, 효율성, 재료에 대한 고려 등 생산 

메커니즘에서의 특성과 외형적 특성으로 분류되며

(Park, 2010), 미래주의의 요소 중 기계미학은 전통

적인 조형상의 표현 문제이전에 정신상황을 기계

과학 문명에 입각한 가치관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Lee, 1998). Jung and Kim(2006)에 따르면 기계미

학은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구조적인 특징을 가진 

건축 재료를 표현적 매개체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

다고 하였다. Le Corbusier의 기계미학이론은 건축

의 합리적․기능적 조형을 중시했고, 생산 메커니

즘의 특성과 결합되어 현대 기계 사회에 대한 적합

한 인간적이고 이상적인 환경의 창출로서 해석하

였다(Lee, 2011). 이러한 논리는 인간을 기계수준으

로 축소시키는 수공업적 물질주의를 승화시켜 기

계에 기반을 둔 새로운 예술의 감성을 표현하는 매

개체로써의 현상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로써 기계미학은 전형적인 외관을 따르지 않는 

건축을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구축주의의 기반이 

되며, 기계적 감각이 예술작품의 근원이라는데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계미학은 예

술이 물질성을 초월할 수 있다는 사고, 즉 기계와 

기술이 자연을 극복하려는 인간의 의지를 넘어선 

사고와 동일시되며, 기계의 특성에서 간결성과 명

확성, 진실성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학적 규

범을 설명할 수 있다. 기술의 진보에 따라 다양한 미

래주의 디자인이 선보이게 되면서 패션영역에서도 

다양한 디자인적 영감과 기술 및 패션의 융합적 측

면에서 기계미학과의 상관성을 논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기계미학적 관점에서 바라

본 3D Printing 패션의 조형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

하여, 기계미학이론과 미래주의적 요소의 특성에 

기반을 둔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의 분

석기준을 도출하였다. 인체와 패션, 디자인, 그리고 

테크놀로지에 나타난 융합과 내적 의미를 미래주

의 요소를 포함한 기계미학적 관점에서 재고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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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tandards deduction of formative characteristics for the study through analysis of advanced researches based 
on machine aesthetic theories

Researcher General value-oriented status Visible effects and characteristics of design aspects

Nobert
(2003)

- Blending of art and science
- Art trends related application of machines and 

technologies

- Highlight of dynamics and velocity
- Finding abstraction between spatial  features and 

components
- Aesthetic pursuit regarding formative expression 

of time and formative complex of architecture 

Katsuhiro
(1995)

- Sublimate technological city civilization into art
- Denial of value with traditional frames of beauty 

such as coordination, unity and proportion

- Insist to 'Beauty of velocity'
- Mechanical feature, pursuit of dynamics

Lee et al. 
(2013)

- Interaction and blending amongst human, spaces 
and technology by mechanical movements

- Meaning of unstable movements and changes 
thru technology

Huh and Ro 
(2013)

- Futuristic expressions thru grafting innovate mate-
rials and digital technology

- Communications and individual expressions bet-
ween social psychology and cultural functions 

- Visual and emotional interactive of designs and 
high-technology

- Virtual spatial images highlighted structural and 
technological aspects

Deduction of 
formative 

characteristics 
for the study

Integration of metaphysical values thru compared symbolization of natural feature and technical evolution

Partial dynamics and interactive velocity-based

Abstract expression of formative combinations using architectural components and cosmos images

Substantialized structure thru images of organic space interacted human shape

고 디자인의 표현 특성에서 표출된 미(美)를 찾아

보고자 여러 선행연구(Nobert, 2003; Katsuhiro, 1995; 
Lee et al., 2013; Huh & Ro, 2013)를 통하여 표현특

성에 대한 분석기준을 토대로 자연의 형상과 기술

적 진화의 대비적 상징을 통한 형이상학적 가치 융

합, 부분적 역동성과 속도기반의 인터랙티브, 건축

적 요소와 우주적 이미지를 활용한 조형적 복합체

의 추상 표현, 인체형상과 상호작용하는 유기적 공

간의 이미지를 통한 구조의 실재화로 분석하였다. 
이처럼 3D Printing 테크놀로지의 원리를 바탕으로 

기계미학적 관점에서 3D Printing 패션의 조형적 특

성 분석기준을 도출한 것은 <Table 1>과 같다.

III. Expressive Types of 3D Printing 
Fashion Designs and Analysis of 

Formative Characteristics based on 
Machine Aesthetics Theory 

현대 예술가들이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방식에

서 기존의 패션에 사용되는 재료가 아닌 기술에 필

요한 공업적인 재료로 사용한다는 점이 혁신적인 요

소로 작용하면서, 테크놀로지에 적용된 작품들은 공

간적으로 한정된 물질적 존재가 아닌 연장된 공간으

로서 전체적인 환경을 변화시키게 되었다. 현대 패

션에 나타난 3D Printing 패션디자인 사례를 조형방

식에 따라 분류하면 일반적으로 SLA, SLS, FDM 조
형방식, 그 외 원리로 설명할 수 있으며, 앞서 도출한 

기계미학이론의 대표적 관점에서 3D Printing 테크놀

로지가 접목된 패션디자인의 표현유형을 범주화하

여 각각의 조형적 특성을 분석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Integration of metaphysical values through 
compared symbolization of natural feature and 
technical evolution 

현대 패션에서의 3D Printing 테크놀로지의 활용

에 따른 조형적 특성으로 자연의 형상과 기술적 진

화의 대비 및 상징을 통한 형이상학 가치의 융합적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구체적으로 

자연물에서 표출되는 근원적 아름다움과 친숙함을 

디자인과 발전된 첨단 기술의 활용에 의해 예술로 



138 기계 미학적 관점에서 살펴본 3D Printing 패션의 조형적 특성 복식문화연구

－ 298 －

승화시킴으로써, 시각적으로 형이상학 가치의 융합

을 표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연과 기술

이라는 서로 상반된 요소를 대비와 상징을 통해 관

찰자로 하여금 디자인에서 나타나는 본질과 근원을 

감각적으로 융합되도록 연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관련 디자인 사례는 첫째, SLA 조형방식을 통하

여 적층기법을 활용한 디자인 중에서 대표적으로 

Melinda Looi의 2011 S/S 컬렉션과 Iris Van Herpen
의 2011 S/S 컬렉션을 들 수 있다. Melinda Looi의 

컬렉션에서는 새의 날개와 깃털에서 관찰할 수 있

는 역동적인 움직임, 특이한 형상과 패턴을 표현함

으로써(Seow, 2013), 자연물의 구체적 형상 및 움직

임을 묘사하여 자연물의 감성과 기술적 진보 간의 

융합적 가치를 표출하였다(Fig. 1~3). 또한 Iris Van 
Herpen은 실제 꽃잎 등을 여러 겹 포개놓은 것과

<Fig. 1> 3D printed 
cape by Melinda Looi. 
From. Agis.(2013). 
http://strangeline.net

<Fig. 2> 3D printed 
hearpiece by Melinda 
Looi. From. Perepelkin. 
(2013d). http://www. 
additivefashion.com

<Fig. 3> 3D printed 
peacock skirt by 
Melinda Looi. From. 
Seow.(2013). http:// 
rapidfit.materialise.com

<Fig. 4> Liquid 
honey dress by Iris 
Van Herpen. From. 
Perepelkin.(2013h). 
http://www.additive 
fashion.com

<Fig. 5> 3D printed 
back piece by Natasha 
Fagg. From. Perepelkin. 
(2013a). http://www. 
additivefashion.com

<Fig. 6> 3D printed 
front piece by Natasha 
Fagg. From. Perepelkin. 
(2013b). http://www. 
additivefashion.com

<Fig. 7> 3D printed 
smoke dress. From. 
Martin.(2013). http:// 
www.top43dprinting. 
com

<Fig. 8> 3D printed 
underwear by Victoria 
Secret. From. Prigg. 
(2013). http://www. 
dailymail.co.uk

<Fig. 9> 3D printed 
shoulder adornment 
by Catherine Wales. 
From. Howarth. (2013). 
http://www.dezeen.com

<Fig. 10> Water 
dress by Iris Van 
Herpen. From. Galyan. 
(2013). http://fashion 
blog.am/

같은 복잡하고 기하학적인 디자인을 시각적으로 

구현함으로써(Perepelkin, 2013h), 자연과 인공이 가

지고 있는 대비적 가치를 첨단 기술을 통한 형이상

학적 융합으로 표현하였다(Fig. 4). 
둘째, SLS 조형방식 원리를 이용하여 3D 스캐닝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은 다수로 나타났고 그 사례

는 다음과 같다. 2012년도 Natasha Fagg는 곤충에

서 영감을 얻어 드레스 뒷부분에 입체적으로 레이

어링(layering)하고 자연소재인 울(wool)을 결합함

으로써(Perepelkin, 2013a), 자연형상의 기술적 활용

뿐 아니라 자연과 인공소재의 상반된 믹스매치(mix- 
match)를 특징적으로 표출하였다(Fig. 5, 6). 2013년
도 Frankfurt International Motor Show에서 발표된 

의상으로, 꽃, 나무뿌리의 유기적 디자인에 실루엣 

센서를 결합하여 연기를 표출하면서 환상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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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연출하는 디자인을 통해(Martin, 2013), 자연과 

기술의 형이상학적 가치를 융합한 조형적 특성이

라 볼 수 있다(Fig. 7). 또한 Victoria's Secret 컬렉션

에서는 눈송이에서 표출되는 기하학적인 구성을 날

개와 왕관의 형상으로 접목하여 인체에 둘러싸는 

디자인을 표현함으로써(Prigg, 2013), 자연물과 인

공물간의 대비적 가치를 상징적으로 형상화 하였

다(Fig. 8). 다음은 디자이너 Catherine Wales 컬렉

션 작품으로 분말형태의 나일론(nylon) 소재를 활

용하여 디자인한 것이 특징이며 평화와 조화, 자유

를 상징하는 흰색 비둘기 깃털의 형상을 레이어로 

표현하여(Flaherty, 2013), 자연물의 형상을 기술의 

섬세함으로 표현하고 있다(Fig. 9). 마지막으로 폴

리아미드(polyamide)를 사용한 2014 S/S 컬렉션의 

Quixotic divinity headdress는 물이라는 동적인 액체 

형태의 형상을 정적인 오브제로 형상화함으로써

(Galyan, 2013), 자연과 생물적 진화 등에 대한 시각

적 확장을 나타낸 패션과 테크놀로지 융합의 대표

적인 사례라 볼 수 있다(Fig. 10).

2. Partial dynamics and interactive velocity-based
3D Printing 테크놀로지가 접목된 패션의 조형적 

특성 중 기계미학의 특성 중 하나인 속도감에서 느

껴지는 미(美)와 시각적 역동성을 추구하는 테크놀

로지를 통하여 나타나는 부분적 역동성과 속도기반

의 인터랙티브적 요소를 찾을 수 있다. 이는 기계적 

움직임 또는 움직이는 것과 같은 착각을 주는 역동

적인 형태에 의해 고정되지 않는 움직임과 변화 가

능성의 상호적 의미를 표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관련 디자인 사례로 첫째, SLS 조형방식을 통하

여 선택적 레이저 소결 방식을 활용한 디자인 중 

Iris Van Herpen의 2011 S/S Escapism collection을 

들 수 있다. 구체적 디자인의 표현으로는 미세한 

선들을 출력하여 얽히게 연결한 다음, 마치 모세혈

관이 합쳐져서 움직이는 것과 같은 표현이나(Sandra, 
2013), 반복적인 주름을 잡아 과감한 운동성을 표

출한 상의와 금속재질의 미래적 속도감이 느껴지

는 하의와의 조화, 역동적이고 기하학적인 구성으

로 상체를 감싸는 패턴의 복잡한 구성, 반복되는 

원의 형태를 여러 번 겹쳐서 마치 뫼비우스의 띠처

럼 시각적으로 움직이는 것과 같은 착각을 주는 표

현 요소 등, 디자이너가 표현하고자 하는 기하학적 

형상을 데칼코마니적인 감각으로 패턴 등을 표현

함으로써(Perepelkim, 2013a),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방향성과 역동성의 상호적 관계를 표현하고 있

다(Fig. 11~13). Amelia Agosta의 컬렉션 중에서도 

코뿔소 모양의 형태의 상의를 기하학적 형상으로 

표현됨을 볼 수 있다(Marmey, 2012)(Fig. 14). 또한 

유사한 사례로 Iris Van Herpen의 2011 F/W 컬렉션

에서는 인체의 해부학적인 역동성에 착안하여 디자

인한 드레스와 파도가 굽이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는 반복적인 큰 주름효과를 통한 움직임의 착시, 
미세한 선의 연결로 연속적인 물결모양의 형태를 제

작함으로써(Templeton, 2014), 디자인상에서의 인위

적 속도감을 재현하고 있다(Fig. 15, 16). 뿐만 아니

라, 디자이너 Pin Hinze는 의상 표면의 컬러와 다양

한 재료를 활용함으로써(Park, 2013a), 상의와 하의

를 네오바로크 스타일의 굽이치는 선의 유동적 표현

을 활용하여 방향성과 역동성을 부여하고 적극적인 

디지털 이미지 또는 속도감을 부각시킨 디자인을 표

현한 사례가 있다(Fig. 17). Iris Van Herpen의 2011 
S/S 컬렉션에서는 피부 톤과 대비되는 색상을 가진 

소재를 출력하고 이들을 서로 혼합하여 조화함으로

써, 레이스 조직, 나무의 줄기 표현과 같은 역동적 

테크닉으로 표현하였으며(Fig. 18), 플랑드르 고딕성

당에서 표출되는 이미지를 폴리아미드의 원재료에 

구리전기도금을 함으로써(Perepelkim, 2013e), 건축

에서 나타나는 유동적 조형을 나무 조각의 복잡한 

형상구조로 표현하여 디자인하였다(Fig. 19).
둘째, FDM 조형방식에서 PLA 필라멘트를 재료

로 적층기법의 구현방식을 활용한 2013년 Francis 
Bitonti 컬렉션을 들 수 있다. 거꾸로 뒤집어 표현한

다는 의미를 가진 Verlan dress라 불리는 디자인은 

몇몇 종류의 재질과 다양한 굵기의 선들을 조합한 

패턴을 디자인함으로써(JR, 2013), 근육 섬유질 형

상이 마치 몸 밖으로 나와 부분적 결합이 된 것 같

은 역동성과 인체와 의복의 유기적 상호작용을 표

현하고 있다(Fig. 20). 
이와 같이 부분적 역동성과 속도기반의 인터랙

티브를 표현하는 3D Printing의 조형방식은 SLS 조
형방식과 FDM의 원리로 디자인된 사례들로 찾을 

수 있으며, 이 가운데 SLS 조형방식은 다양한 소재



140 기계 미학적 관점에서 살펴본 3D Printing 패션의 조형적 특성 복식문화연구

－ 300 －

<Fig. 11> 3D printed 
garment by Iris Van 
Herpen. From. Sandra. 
(2013). http://empower- 
studio.com

<Fig. 12> Halter 
dress by Iris Van 
Herpen. From. Thus. 
(2011). http://www. 
united-academics.org

<Fig. 13> 3D printed 
top by Iris van Herpen. 
From. Perepelkin. 
(2013c). http://www. 
additivefashion.com

<Fig. 14> 3D printed 
top by Amelia Agosta. 
From. Marmey. (2012). 
http://fashionlab.3ds. 
com

<Fig. 15> Skeleton 
dress by Iris van 
Herpen. From. 
Bodhani. (2014). 
http://eandt. theiet.org

<Fig. 16> 3D printed 
dress by Iris Van 
Herpen. From. Cross. 
(2013). http://www. 
crunchwear.com

<Fig. 17> 3D printed 
dress by Pin Hinze. 
From. Park. (2013a). 
http://3dprintingindustry. 
com

<Fig. 18> 3D printed 
dress by Iris Van 
Herpen. From. Turner. 
(2013). http://blog. 
ponoko.com

<Fig. 19> 3D printed 
dress by Iris Van Herpen. 
From. Perepelkin. 
(2013e). http://www. 
additivefashion.com

<Fig. 20> Verlan 
dress by Francis 
Bitonti. From. JR. 
(2013). http://www. 
core77.com

를 활용하여 직접적인 레이저 도입을 통한 환상적 

이미지 연출과 재료의 반복적 재생 가능성을 목적

으로 하는 조형방식이 디자인의 역동적인 효과를 

지향하는 표현특성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

록 함을 고찰할 수 있다.

3. Abstract expression of formative combinations 
using architectural components and cosmos images

현대 패션에서의 3D Printing 패션의 조형적 특성

으로 건축적 요소와 우주적 이미지를 활용한 조형적 

복합체의 추상 표현으로 그 특성을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미래적 요소에서 영감을 얻은 우주적 

형체들과 디자인 요소들 사이에서의 추상을 발견하

고, 혁신적 신소재와 첨단 기술의 접목을 통해 미래

적인 형상을 구현함으로써, 구조적, 기술적 측면이 

강조된 가상공간 이미지를 디자인하고 건축적 조형

의 복합체에 대한 미를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관련 디자인 사례는 첫째, SLA 조형방식을 통하

여 적층기법을 활용한 디자인 중에서 실리콘과 플

렉시글라스를 재료로 활용한 것이 특징이며, Iris 
Van Herpen의 2015 S/S 컬렉션에서 자연과 예술, 
건축이 함께 공간과 공간을 중첩시키는 형태로 공

존을 표현하는 방식의 디자인(Lilangel, 2014), 패션

과 건축적인 요소의 융합을 상징하는 H, A라인의 

다양한 형태로 여러 겹을 레이어드한 디자인을 설

명할 수 있다(Fig. 21~23). 
둘째, SLS 조형방식 원리를 이용하여 폴리아미

드로 3D 스캐닝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은 Amelia 
Agosta의 컬렉션에서 찾을 수 있는데, 공예와 테크

놀로지의 융합을 통해 왜곡된 형태의 선을 중첩함

으로써(Angerman, 2011), 우주공간의 궤도와 같은 

이미지를 연상시키고, 하드와 소프트 소재의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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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패턴구성을 통하여 조형적 공간을 형성하였다

고 할 수 있다(Fig. 24). Catherine Wages는 딱딱한 

느낌의 직선의 구조적 연결을 통해 입체적인 공간

의 창출과 유선의 바디 실루엣을 직선의 건축적 스

케일을 함께 고려하여 디자인함으로써(Howarth, 2013), 
우주와 건축의 조형에서 느껴지는 시각적 공간을 

표현하였다(Fig. 25). 뿐만 아니라, Victoria's Secret 
컬렉션에서는 음표가 그려진 선들의 조합을 구조

적인 프레임의 코르셋과 함께 연결하여 공간적 요소

를 표현하거나(Fig. 26), 유기적 방법으로 얇게 짜인 

건축 구조의 복합체를 상징하는 것과 같은 여러 개

의 레이어들로 중첩한 디테일을 표현하였다(Franky, 
2013)(Fig. 27). 

셋째, FDM 조형방식에서 PLA 필라멘트를 재료

로 적층기법의 구현방식을 활용한 디자인 중 2013
년 Francis Bitonti 컬렉션에서는 유연한 소재를 사

<Fig. 21> 3D printed 
dress by Iris Van 
Herpen. From. Lilangel. 
(2014). http://www. 
lilangel.net/

<Fig. 22> 3D printed 
dress by Iris Van 
Herpen. From. Chung. 
(2014). www.thecreators 
project.vice.com

<Fig. 23> 3D printed 
dress by Iris Van 
Herpen. From. 
Templeton.(2014). 
www.nowfashion.com

<Fig. 24> 3D printed 
garment by Amelia 
Agosta. From. 
Angerman.(2011). 
http://www.3ders.org

<Fig. 25> 3D printed 
dress by Catherine 
Wages. From. Flaherty. 
(2013). http://www. 
wired.com

<Fig. 26> 3D printed 
underwear by Victoria 
Secret. From. Dee. 
(2013). http://www. 
fashiontimes.com

<Fig. 27> 3D printed 
dress by Iris Van 
Herpen. From. Franky. 
(2013). http://i. 
materialise.com

<Fig. 28> Bristle 
dress by Francis 
Bitonti. From. JR. (2014). 
http://www.core77.com

<Fig. 29> 3D printed 
dress by Noa Ravor. 
From. Mendoza. (2014a). 
http://3dprint.com

<Fig. 30> 3D printed 
dress by Noa Ravor. 
From. Mendoza. (2014b). 
http://3dprint.com

용하여 미세한 선, 삼각형, 도형들 간의 연결로 구

조적인 모형을 표현하여(JR, 2014), 공간의 복합체

를 추상적으로 표현하였다(Fig. 28). 
넷째, Polyjet 조형방식은 고강도 복합재료를 사

용하며 서로 다른 물성의 재료를 동시 분사, 조합

해 생성되는 복합구현 방식으로, Noa Ravor의 2014 
Graduation fashion show에서는 고대 그리스 조각을 

바탕으로 평면, 입체패턴을 교차, 조합하여(Mendoza, 
2014a), 우주적 형태와 건축적 요소의 복합적 표현

이라 볼 수 있다(Fig. 29, 30). 
이와 같이 건축적 요소와 우주적 이미지를 활용

한 조형적 복합체의 추상 표현에 나타난 3D Printing
의 조형방식의 특징은 다양한 방식의 원리로 이루어

진 사례들을 찾을 수 있었다. 특히 기존의 일반적인 

조형방식보다 두 재료가 특정 농도와 구조로 결합해 

고유의 기계적 물성을 창출하는 Polyjet 조형방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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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건축적인 조형요소와 우주적 이미지를 연

상케 하는 유동적 이미지를 복합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효과적인 원리 중 하나임을 파악할 수 있다. 

4. Substantialized structure thru images of 
organic space interacted human shape

3D Printing 테크놀로지가 접목된 패션의 조형적 

특성은 인위적인 형태의 공간구조를 인체와 유기적

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하여 실재적 형상을 재

현함으로써, 인체형상과 상호작용하는 유기적 공간

의 이미지를 통한 구조의 실재화로 말할 수 있다. 이
는 인간, 공간, 테크놀로지의 융합과 서로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한 조화, 커뮤니케이션을 상징하고 있다.
관련 디자인 사례로 첫째, SLA 조형방식을 통하

여 실리콘으로 적층기법을 활용한 디자인 중 Iris Van 
Herpen의 2011 S/S 컬렉션에서는 인체형상의 유연

하고 부드러운 형태의 구조적 공간감을 가진 실루엣

을 효과적 표현하였고(Bodhani, 2014), 제2의 피부라 

불리는 유사한 색상의 누드톤 소재를 활용하여 뼈를 

형상화한 모형과 소재 사이의 얇은 틈의 공간을 형

성하여 인체를 따라 흐르는 듯한 시각적 실재화를 

표현하였다(Fig. 31). 또한 Iris Van Herpen의 2015 S/S
에서는 실리콘, 플렉시글라스 소재로 얼음조각의 단

단한 형태를 가진 물성을 활용하여(Luimstra, 2014), 
인체 실루엣을 따라 유기적 공간을 형성하는 것과 

같이 부드럽게 연출된 실루엣과 반짝이는 크리스털

의 세밀한 디테일을 표현하였다(Fig. 32). 
둘째, SLS 조형방식으로 선택적 레이저 소결방

<Fig. 31> 3D printed 
dress by Iris Van 
Herpen. From. Park. 
(2013b).http://3dprinti
ngindustry.com

<Fig. 32> 3D printed 
dress by Iris Van 
Herpen. From. Luimstra. 
(2014). http://3dprinting. 
com

<Fig. 33> 3D printed 
dress by threeASFOUR. 
From. Perepelkin. (2013f). 
http://www.additive 
fashion.com

<Fig. 34> 3D printed 
dress by threeASFOUR. 
From. Perepelkin. 
(2013g). http://www.  
additivefashion.com

<Fig. 35> 3D printed 
dress by Katie 
Gallagher. From. 
Grunewald. (2014). http:// 
3dprintingindustry.com

식을 활용한 디자인 중 ThreeASFOUR 2014 S/S 컬
렉션에서 여러 가지 모양의 입체적 모형들이 연속

적으로 교차하면서 결합된 구조를 유기적으로 연

결함으로써(Perepelkin, 2013f), 인체를 둘러싼 한 

덩어리로 인식되어 공간이 확장된 인체형상의 표

현을 나타내었다(Fig. 33, 34). 뿐만 아니라, Bradley 
Rothernberg의 New York fashion week에서는 열가

소성 폴리우레탄과 열가소성 엘라스토머를 활용한 

유연한 소재의 사용으로(Grunewald, 2014), 인체에 

착장이 편안한 감각을 주고 육각형 형태의 세밀한 

매쉬(mesh) 구조로 패턴 디자인 효과를 유기적으로 

연출함으로써, 웨어러블 테크놀로지에 가장 이상적

인 의상디자인을 표현하였다(Fig. 35). 
셋째, FDM 조형방식에서 PLA 필라멘트를 재료

로 적층기법의 구현방식을 활용한 디자인 중 Francis 
Bitonti 컬렉션에서의 Dita von dress는 인체의 실루

엣에 따라 수천 개의 관절형상을 유기적 형상으로 

부분 조립하여(Duann, 2013), 인체형상과 실루엣의 

공간감 사이에 조화를 이루었고(Fig. 36), 싱가포르

에 있는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에서 개최

한 3D 프린팅 패션 경연대회에 물방울 모형의 크기 

변화의 패턴 의상을 제작하여(Perepelkin, 2014), 인
체형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Fig. 37). 

넷째, 고강도 복합재료를 사용한 Polyjet 조형방

식으로는 MIT 교수이자 아티스트인 Nix Oxman의 

작품을 손꼽을 수 있는데, 하나의 근육표면을 패턴

으로 제작하여 이를 연속적인 표면 구조로 연결한 

다음, 피부형상의 공간 구조를 유기적으로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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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 3D printed dress 
by Michael Schmidt. From. 
Duann. (2013). http://www. 
shapeways.com

<Fig. 37> XYZ Workshop 
Bodice. From. Perepelkin. 
(2014). http://www.additive 
fashion.com

<Fig. 38> 3D printed 
corset by Neri Oxman. 
From. Green. (2012). 
http://blog.stratasys.com

<Fig. 39> 3D printed dress 
by Iris Van Herpen. From. 
Chalcraft.(2013). http://www. 
dezeen.com

함으로써(Green, 2012), 물성 변조가 가능한 갑옷 

구조의 코르셋을 제작하였다(Fig. 38). 또한 Objet사
의 Connex를 재료로 활용하여 단단한 재질과 부드

러운 재질을 동시에 교차 사용함으로써(Chalcraft, 
2013), 실제 피부와 유사한 텍스츄어의 정교하고 

유기적 형상을 재현하여 인체와 의복간의 실제적 

공감각을 부여하였다(Fig. 39).
이와 같이 인체형상과 상호작용하는 유기적 공간

의 이미지를 통한 구조의 실재화에 나타난 3D Prin-
ting의 조형방식은 다양한 방식의 원리 및 다양한 

소재로 접근가능하다는 측면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인체형상과 유사한 실루엣의 재현, 피부

<Table 2> Formative characteristics following expressive types of 3D printing fashion from the perspective of mechanic 
aesthetics

The perspective of 
mechanic aesthetic

Modeling 
of 3D 

printing

Materials-based with 
forms and properties 

of convergence

Specific description of expressive 
types for 3D fashion designs

Formative 
characteristics

Integration of 
metaphysical values 
through compared 
symbolization of 

natural feature and 
technical evolution

․SLA 
modeling 
mode

․Photopolymer resin 
(liquid)
․Modelling method 

projecting laser beam

․Delicate description of specific frame and 
movement of water
․Materialization of geometrical design such 

as layering flower leaves

Blending 
characteristics․Polyamide, nylon, 

polyamide (powder) 
․Elective sintering 

method of laser using 
3D scanning

․Structural design inspired from bugs and 
dress using natural wool 
․Production of fantastic effect belching out 

smoke combined silhouette sensor and 
organic designs
․Graft features of wings and crown with 

geometrical structure showing snowflake 
․Layering  technique for dove feather 

symbolized coordination and freedom
․Technological effect of natural extension 

as objectize static feature from active water

의 텍스츄어를 유사하게 모방 가능한 테크놀로지

를 보여주는 디자인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5. Formative characteristics following expressive 
types of 3D printing fashion based on machine 
aesthetics theory

다음은 현대 패션에 나타난 3D Printing 패션디

자인 사례를 조형방식에 따라 분류하여, 기계미학

의 관점에서 3D Printing 테크놀로지가 접목된 패션

디자인의 구체적 표현유형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융합성, 역동성, 추상성, 실재성의 조형적 특성으로 

이를 정리한 것은 <Tabl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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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inued

The perspective of 
mechanic aesthetic

Modeling 
of 3D 

printing

Materials-based with 
forms and properties 

of convergence

Specific description of expressive 
types for 3D fashion designs

Formative 
characteristics

Partial dynamics 
and interactive 
velocity-based

․SLA 
modeling 
mode

․Polyamide(powder)
․Elective sintering 

method of laser using 
3D scanning

․Active expression used decalcomania 
techniques of geometrical feature
․Reproduce artificial sensing of speed thru 

feature like wave connecting lines
․Show active digital images as a role of 

screen expressed application of color on 
surface and diverse materials

Dynamic 
characteristics

․FDM
modeling 
mode

․PLA filament(solid)
․Materialization of 3D 

effects using layers
․Application of 3D 

scanner

․Express dynamic combined part of muscle 
figures
․Express organic interaction of body figure 

and clothing design

Abstract expression 
of formative 

combinations using 
architectural 

components and 
cosmos images

․SLA
modeling 
mode

․Silicone/plexiglass
(liquid)
․Modelling projecting 

laser beam

․Exist overlapped expressions of spaces 
with nature, art and structure
․Layering designs with diverse feature of H, 

A lines symbolized blending of fashion 
and architectural components

Abstract 
characteristics 

․SLS
modeling 
mode

․3D additives/polyamide 
(powder)
․Polyamide + copper 

electroplating (powder)
․Elective sintering 

method of laser using 
3D scanning

․Composition of complex patterns with hard 
and soft materials, distortion thru blending 
crafts and technology 
․Change 3D curved body line to straight 

and architectural scale thru structure 
․Connected line combination drawing 

musical notes with corset of frame
․Layering details symbolized structure of 

architectural weaving thin layers

․FDM 
modeling 
mode

․PLA filament (solid)
․Materialization of 3D 

effects using layer by 
layer
․Application of 3D 

scanner

․Structural expression thru connection of 
delicate lines, among figures using flexible 
materials 

․POLYJET
modeling 
mode

․High-intensity/multi-mat
erials (complex forms)
․Simultaneous injection 

of separate materials and 
multi-materials

․Combination of structural components and 
figure of space orbit crossing and mixing 
2D patterns based on ancient Greek 
sculpture  

Substantialized 
structure thru 

images of organic 
space interacted 

human shape

․SLA
modeling 
mode

․Transparent liquid resin 
․Silicone 
․Plexiglass(liquid)
․Modelling method 

projecting laser beam

․Effective expression of soft figures in 
human shape, formation of space between 
nude-tone materials and bone figures 
similar with real skin
․Details softly expressed like forming 

organic space following body line using 
hard ice-cubes

Recreative 
characteristics



Vol. 23, No. 2 김영삼․이진아․김장현․전여선 145

－ 305 －

<Table 2> Continued

The perspective of 
mechanic aesthetic

Modeling 
of 3D 

printing

Materials-based with 
forms and properties 

of convergence

Specific description of expressive 
types for 3D fashion designs

Formative 
characteristics

Substantialized 
structure thru 

images of organic 
space interacted 

human shape

․SLS 
modeling 
mode

․3D additives/polyamide 
thermoplastic 
polyurethane
․Thermoplastic elastomer

(powder)
․Elective sintering method 

of laser using 3D 
scanning

․Expressions of expanded space in clothing 
and organic image recognized a whole 
piece of structure combinations
․Comfortable wearing using flexible 

materials, organic expressions of pattern 
design effects from mesh structure of 
hexagonal shape

Recreative 
characteristics

․FDM 
modeling 
mode

․PLA filament (solid)
․Materialization of 3D 

effects using layers
․Application of 3D scan

․Organic building shape from 17 parts 
made unique 3,000 of joint figures 
․Customized production applied size 

changes of dot-figures by body lines

․POLYJET
modeling 
mode

․High-intensity multi- 
materials
․Connex of Objet 

company (complex 
forms)
․Simultaneous injection 

of separate materials and 
multi-materialization
․Connex multi-material

․Local structure of skin feature thru serial 
surface connection
․Corset structure of armor suit for feasible 

changes of property 
․Simultaneous use of hard and soft   

materials/ delicate and organic figures such 
as second skin

IV. Conclusion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패션컬렉션은 일반적인 패

션 컬렉션 의미를 벗어나 첨단 기술과 각종 미디어

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디자이너의 개성 표현과 

실험적인 패션의 장으로 연출되고 있으며,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위한 하나의 수단인 동시에 물질적 

공간 개념을 해체시키고 빛 이미지를 통해 확장된 

가상공간으로까지 표현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기계

미학의 관점에서 살펴본 3D Printing 패션의 조형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패션디자인에 있어 인간의 

감성과 테크놀로지의 표현간의 미적가치를 조명하

고자 하였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3D Printing 패션의 조형적 특성으로는 융

합성으로써 이는 자연의 형상과 기술적 진화의 대

비 및 상징을 통한 형이상학 가치의 융합으로 설명

할 수 있으며, 자연물에서 표출되는 근원적 아름다

움과 친숙함을 디자인과 발전된 첨단 기술의 활용

에 의해 예술로 승화시킴으로써, 자연과 기술이라는 

서로 상반된 요소를 대비와 상징을 통해 관찰자로 

하여금 디자인에서 나타나는 본질과 근원을 감각

적으로 융합되도록 연출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자연물의 형상을 기술적 진보와의 융합으로 재창조

한 3D Printing의 조형방식은 SLA, SLS 원리로 디

자인 된 사례들을 찾을 수 있으며, 이러한 원리에

서 주로 사용된 SLS 조형방식은 폴리아미드, 나일

론 등의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직접적인 레이저 

도입을 통한 환상적 이미지 연출 또는 간편하고 정

확한 모양의 가공을 장점으로 자연의 형상을 효과

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기계미학의 특성 중 하나인 속도감에서 느

껴지는 미(美)와 시각적 역동성을 추구하는 테크놀

로지를 통해, 3D Printing 패션의 조형적 특성으로 

역동성을 분석할 수 있으며 이는 부분적 역동성과 

속도기반의 인터랙티브적 특성을 의미하고 있다. 
이는 역동적인 형태에 의해 고정되지 않는 움직임

과 변화 가능성의 상호적 의미를 표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부분적 역동성과 속도기반의 

인터랙티브를 표현하는 3D Printing의 조형방식은 

SLS. FDM의 원리로 디자인 된 사례들로 찾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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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 중 주로 사용된 SLS 방식은 재료의 반

복적 재생 가능성을 목적으로 하는 조형방식이 디

자인의 스케일과 역동적 효과를 효과적으로 지향

하도록 함을 알 수 있다.
셋째, 건축적 요소와 우주적 이미지를 활용한 조

형적 복합체의 추상표현으로 추상성을 도출할 수 

있으며, 이는 미래적 요소에서 영감을 얻은 우주적 

형체들과 디자인 요소들 사이에서의 추상을 발견

하고, 혁신적 신소재와 첨단 기술의 접목을 통해 

미래적인 형상을 구현함으로써, 구조적, 기술적 측

면이 강조된 가상공간 이미지를 디자인하고 건축

적 조형의 복합체에 대한 미를 추구하고 있다. 이
러한 특성은 다양한 원리로 이루어진 사례들을 찾

을 수 있었으며, 특히 두 재료가 특정 농도와 구조

로 결합해 고유의 기계적 물성을 창출하는 Polyjet 
조형방식이 디자인의 건축적 조형요소와 우주적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유동적 이미지를 복합적으

로 표현할 수 있는데 효과적인 원리 중 하나임을 

파악할 수 있다.
넷째, 3D Printing 패션의 조형적 특성으로는 재

현성으로 분석되었으며, 인체형상과 상호작용하는 

유기적 공간의 이미지를 통한 구조의 실재화로 특

성을 고찰할 수 있다. 이는 인위적인 형태의 공간

구조를 인체와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

인하여 실재적 형상을 재현함으로써, 인간, 공간, 
테크놀로지의 융합과 서로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

성은 다양한 조형방식과 소재로 접근가능하다는 측

면이 특징적이라 분석 할 수 있으며, 특히 인체형상

의 구조재현, 피부의 텍스츄어의 실제적 모방 등 

테크놀로지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3D Printing 테크놀

로지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함께 다양한 작품들

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과 패션의 이미지를 연출하

였고 패션의 다양한 영역을 창조하고 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3D Printing의 보급과 사용자의 범

위에 있어 확대될 필요성이 있으며, 사용재료 특유

의 물성에 의하여 패션디자인 영역으로의 편리한 

적용 등 보편적인 사용이 제한적인 부분이 있음을 

밝힌다. 그러나 3D Printing 테크놀로지가 미래에는 

국한된 원자재가 아닌 무한한 가능성을 주는 방식

과 원리를 지향함으로써, 가까운 시기에 우리 일상

생활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측면으로 대

중화될 것이라 예상해본다. 이와 더불어 향후 다양

한 기술을 접목한 의상 디자인 개발과 다양한 분야

와의 학문을 통한 폭넓은 시각에서 심층적인 후속 

연구 또한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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