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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s in the recent media era has made distortion possible in accordance with 
changes in the fashion industry as new clothing, technologies, and fusions have become 
available. Nevertheless, previous studies of specific types of clothing, and their 
classification for the purpose of research are lacking. Thus, this study examines the 
development of the Pomme de look and the form of modern variant that appears in 
fashion clothing and new technologies, and largely examines the clothing case to clean 
it up. The method employed is leading research that examines the transformation about 
the concept of the Pomme de look with regard to the fashion about the type of look 
in the 2000s and onwards. This is organized in accordance with the analytical and 
physical characteristics, and the esthetic aspects of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conclusions reached as follows are based on this; first, the physical characteristic 
manner when based on previous looks, the two-dimensional deformation for making 
clothes, if there was a simple way, now has more dimensions. Clothes are made in 
a complex manner and variations emerge. Second, esthetic characteristics strive for 
beauty while also displaying the modified and more complex manners of clothing that 
are emerging. Third, the fusion clothing with machines effects to physical and psy-
chological changes through the details about how the sensor is worn. The enemy, the 
appearance of distortion, and clothing are emerging. This is expected to grow further 
based on the rapid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and the transformation of Pomme 
de look and design will appear in more varied ways to create a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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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1. Background and purpose of research

21세기는 미디어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기능을 수

반하는 제품이 등장하고 있다. 패션업계에서도 이러

한 변화에 맞추어 다양한 의복의 형태를 선보이고 있

으며, 새롭게 등장하는 의복의 유형은 변형이 가능한 

의복, 신기술과 융합된 새로운 의복으로 소비자의 선

택에 의한 연출이 가능하며, 인간의 다양한 기호 ․ 감성

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 벌의 의복으로 여러 벌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

에서 각광을 받으며 관련 연구는 꾸준히 개발되고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에서는 단순한 형태 변

화만을 제안함으로써 의복의 구체적 유형화 및 분류에 

대한 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변형을 기반하는 트랜스폼드 룩의 

발달 과정을 정리하고, 최근 신기술과 융합된 의복 사

례를 정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한다. 

변형 의복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트랜스폼드 

룩의 개념에 대해 알아본 후, 트랜스폼드 룩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발전한 형태를 알아보며, 특히, 신기술의 

접목으로 의상의 새로운 변화를 이룬 2000년대 이후

의 변형가능 의복에 대해 정리한다. 또한, 이를 바탕

으로 현대 패션에 나타난 트랜스폼드 룩을 구분하여 

유형화함으로써 최신 패션에 등장한 트랜스폼드 룩의 

방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헌자료

로는 트랜스폼드룩의 디자인에 관한 국내외 패션디자

인 서적, 패션디자인 관련 논문, 디자인 관련 기사, 단
행본 및 인터넷 검색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시대적 범위는 본격적인 변형의복이 등

장한 2000년 이후부터 2015년까지로 한정하였다. 지
역적 범위는 세계 4대 컬렉션으로 한정지어 수집하였

으며, 수집한 디자인의 선정 기준은 선행 연구에 등장

한 변형 의복을 바탕으로 분류 기준을 설정하였다. 분
석방식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분류 기준에 따라 트랜

스폼드 룩의 사진을 정리하였으며, 같은 시즌 동일 디

자이너의 디자인 중 다른 색상이나 아이템으로 중복

된 표현 사례를 배제하여 400점으로 선별하였다. 또

한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받기 위해 선별 작업에 대

해 패션 관련 전문가 3인의 2차 검증을 거쳐 198점을 

최종 선정하였다. 이와 같은 시각 자료 수집을 위해서

는 국내외 대표 패션 전문 웹사이트인 스타일사이트

(www.stylesight.com), 삼성디자인넷(www.samsungde 
sign.net), 퍼스트뷰 코리아(www.firstviewkorea.com) 
등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다.

2. Method and scope of the study

본 연구의 방법은 변형 의복에 대해 정리하고 유형

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한다.
첫째, 변형 의복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양

한 분야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단어로 혼용되고 있는 

변형 의복에 관한 용어를 살펴보고 정의하고자 하며, 
패션에 나타난 변형 의복, 즉, 트랜스폼드 룩의 개념

에 대해 알아본다.
둘째, 현대 패션에 나타난 트랜스폼드 룩이 어떠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발전한 형태를 정리하며, 특히 트

랜스폼드 룩이 발전을 이룬 2000년대 이후의 트랜스

폼드 룩에 대해 살펴본다.
셋째, 현대 패션에 나타난 트랜스폼드 룩을 외형적 

디자인, 미적 특성, 신기술에 기반하여 등장한 방식으

로 정리함으로써 트랜스폼드 룩을 세 가지로 측면에 

따라 살펴보고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문제에 대해서는 2장과 3장에서 집중

적으로 분석하며, 연구 방법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Method of study

Definition and theorem of pre-story studies on
deformed clothes

․ Defining a general concept of transformation
․ Defining formation factors from a social context of 

transformation

▼

A study on the transformed look in
contemporary fashion

․ Collection analysis
․ Classification of clothing

▼

Ⅰ. Methodical features of transformed look

Ⅱ. Aesthetic features of transformed look

Ⅲ. Integrated features of transformed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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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변형 의복을 

분석하기 위한 시대적 범위는 2000년 이후부터 2015
년 현재까지로 한정하고자 하였다. 지역적 범위는 세

계 4대 컬렉션인 파리, 밀라노, 런던, 뉴욕 컬렉션으로 

한정지어 수집하였다. 수집한 디자인의 선정 기준은 

선행 연구에 등장한 변형 의복의 기본 개념을 바탕으

로 진행하였으며, 이는 외형적 ․ 방법적에 따른 변형 

의복, 미적특성에 따른 변형 의복, 기술과 혼합된 변

형 의복과 같은 분류 기준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분류 

기준에 따라 1차적으로 수집한 자료 689점 중에서 같

은 시즌 동일 디자이너의 디자인 중 다른 색상이나 아

이템으로 중복된 표현 사례를 배제하여 400점으로 선

별하였다. 선별된 자료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받기 위

해 변형 방법 분류에 따라 정리한 자료에 대해 패션 

관련 전문가 3인의 설문조사를 통해 2차 검증을 거쳐 

198점을 최종 선정하였다. 이중 많은 디자이너의 작

품이 트랜스폼드 룩 디자인의 사례를 보여주었지만, 
가능성만 제시한 경우도 있었고, 직접 살펴보는 것이 

아닌 사진 자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한계점이 있

었기에 선별 과정에 표현이 불명확하거나 중복된다고 

판단되는 상수가 제외되었다.
문헌 자료로는 트랜스폼드 룩의 디자인에 관한 국

내외 패션디자인 서적, 패션디자인 관련 논문, 디자인 

관련 기사, 단행본 및 인터넷 검색을 활용하였다. 또
한 시각 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국 ․ 내외 대표 패션 전

문 웹사이트인 스타일사이트(www.stylesight.com), 삼
성디자인넷(www.samsungdesign.net), 퍼스트뷰 코리

아(www.firstviewkorea.com) 등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다.

Ⅱ. Background

트랜스폼드라는 용어는 형태 ․ 성질 ․ 기능 ․ 구조 등

의 내 ․ 외적 특성에 있어서의 변화를 말하며, ‘가변’, 
‘다목적’, ‘다기능’, ‘다용도’, ‘겸용’ 등의 의미를 포함

한다(Na, 2003). 그리고 기능 ․ 목적 ․ 용도를 고려한 디

자이너로부터 착용자가 이성적 판단에 의해 오브제 

내에서 조작을 통해 변형하는 것을 말하며, 그것은 다

시 물리적 힘에 의해 회복이 되어야 한다(Kim, 2003).
트랜스폼드 룩이 본격적으로 출현한 시기는 1990

년대로 이와 같은 초기 트랜스폼드 룩은 단지 여러 벌 

효과를 위한 기능적 ․ 실용적인 면에 치중되어 있었고, 
특히 스포츠웨어에서도 기능적 요소들이 일상복에 응용

되고, 탈착기능에 의한 아이템의 변화, 지퍼를 이용한 

실루엣 변화, 다양한 기능과 형태의 포켓 등 다기능적 

아이템 ․ 요소들이 등장하였다(Kim, 2003; Woo, 1995).
이후 2000년대로 접어들어 디지털과 테크놀로지에 

보다 중점을 두게 됨에 따라 패션 신소재의 개발과 부

자재의 개발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Nam, 2001). 
또한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른 다기능 제품에 대한 소

비자의 선호 산업, 기술, 상품 간 복합화가 패션에서

도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Suh, 2002).
이와 같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하게 등장한 트

랜스폼드 룩에 관련된 연구들은 대개 디자인 제안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트랜스폼드 룩

에 관련된 선행 연구의 분석 방법에 대해 분류함으로

써, 트랜스폼드 룩의 유형과 종류, 미적 가치 및 트랜

스폼드 룩의 특성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리함으로써 

본 연구의 분석기준을 설정하였다.
트랜스폼드 룩의 구분에 있어 분석을 위한 유형화

를 하고자 선행연구와 발표 자료를 정리하여 아래와 

같은 분류가 가능하였다.
첫째, 의복이 변형하게 되는 방법적 특성이다. 이는 

디자인 개발이나 제작 방식에 있어 외적, 내적, 기술

적 유형으로 세분화가 가능하다. 겉으로 드러나는 형

태의 변형에 근거하여 외적 특성에 기반한 의복에서 

의복으로 변형되는 형태변화 유형과 의복에서 소품으

로 변형되는 복합기능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두 번째 특성은 미적 특성에 근거한 분류이다. 미

적 특성을 분류함에 있어서는 부정형성, 유희성, 조형

의 미정성, 유머의 공유, 과정의 참여, 인간의 존중, 전
환적 사고, 통합성, 다양성, 효율성, 이동성, 지능성, 
장식성 등의 특성이 선행연구에 나타난 것으로 정리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미적 특성에 대한 분류에서는 

기존 연구자와 공통된 미적 특성도 있지만 본 연구에

서는 보는 이의 시각적 관점에 따라 기준을 정하게 되

어 미적 특성을 구분하는 데에 차이를 해설하고자 하

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적 특성 복식이 목적으로 

하는 용도에 따라 그 기능을 변경해 나가는 가변성의 

미, 복식을 자신을 표현하고 느끼며 미(美)를 보여주

는 의외성의 미, 새로운 것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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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게 해주는 유희성의 미, 착용자에 따라 복식의 형

태가 정해져 있지 않는 비정형성의 미로 구분하였다.
셋째, 기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신테크놀로지를 응

용하여 새로운 타입의 변형을 제시하는 융합적 특성

이다. 이는 3D프린터, 인공지능 등과 같은 최신기술

의 발전으로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제품들이 의복에 

융합하여 변형되는 다채로운 형태로 등장하였다. 이

에 확장적인 측면에 목적성을 두고 디지털, 테크놀로

지가 패션에 들어가 트랜스폼드 룩을 만들어 내는 새

로운 의미로써 소재의 변형과 형상의 변형과 같은 방

식으로 구분하였다.

Ⅲ. Contemporary Fashion and 

Transformed Look

1. Methodical features of transformed look

트랜스폼드 룩의 방법적인 특성은 의복의 외적인 

요소가 변화하는 방법을 통해 의복에서 의복으로 변

화하는 형태변화형 방식과 의복에서 소품으로 변화하

는 복합기능형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Table 2).

<Table 2> Methodical features of transformed look
(n / %)

Methodical features of transformed look (99 / 50%)

Morphotype
(67 / 33.8%)

Combined function type
(32 / 16.2%)

Layered
(20 / 10.1%)

Overlap
(14 /  7.1%)Reversible

( 8 /  4.0%)

Foldout
( 5 /  2.5%)

Manifestation
(11 /  5.6%)

Fascing system
(17 /  8.6%)

Opening and closing
( 7 /  3.5%)

Separation and union
( 7 /  3.5%)

A change of method
( 6 /  3.0%)

Expansion and contraction
( 4 /  2.0%)

형태 변화형에 있어서는 소매를 접고 길이를 변화

시키는 방식을 통해 실루엣, 색채, 디테일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거나 지퍼나 단추, 스트링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레이어드, 리버시블, 접어넣기, 개폐, 방법의 

변환, 팽창과 수축의 변화와 같은 방식이 있다. 예를 

들어 1999년 F/W 이세이미야케 컬렉션에서 원피스의 

허리부분을 가슴 이치로 올려 입음으로써, 원피스의 

길이를 짧게 변형하여 입을 수 있는 다목적 복식을 발

표하였다(Fig. 1). 또한 1999년 S/S 요지야마모토 컬

렉션에서는 단추를 사용하여 층층이 겹쳐 입거나 하

나씩 벗음으로써 장식적인 목적이 강한 드레스에서 

간단한 원피스로 변형되는 레이어드 룩을 이용한 트

랜스폼드 룩을 발표하였다(Fig. 2). 마지막으로 1998
년 S/S 마르탱 마르지엘라 컬렉션에서는 평범한 라운

드 넥크라인의 니트 카디건이 주름이 잡힌 V-넥크라

인의 카디건으로 변형되는 끈을 이용하여 접어넣기 

방식의 트랜스폼드 룩을 선보였다(Fig. 3).
복합 기능형은 셔츠가 가방으로 변형되는 것처럼 

옷에서 소품으로, 소품에서 옷으로 변형이 가능한 기

능을 의미하며, 의자 커버가 원피스로 변형되는 것과 

같이 다목적과 다기능이 가능한 중첩과 케이프가 가

<Fig. 1> Variation in length, Issey Miyake 1999 F/W. 
From. Firstviewkorea. (n.d.g). 
http://www.firstviewkorea.com

<Fig. 2> Change in silhouette, Yohji Yamamoto 1999 
S/S. From. Firstviewkorea. (n.d.j). 

http://www.fir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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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o the problem of getting, Martin Margiela 
1998 S/S. From. Firstviewkorea. (n.d.i). 

http://www.firstviewkorea.com

<Fig. 4> Composite function type, Mask and goggles 
and sportswear. From. C.P.Company. (2015). 

www.cpcompany.com / From. The Style Raconteur. 
(2010). https://thestyleraconteur.com

방으로 변형되어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다

목적을 가진 발현, 지퍼, 단추, 스트링 등 패스닝시스

템을 이용한 분리와 결합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C.P .Company에서 일상복 겸용의 스포츠 웨

어가 있는데, 이 의복은 분리가 가능한 스트랩이 파카 

안쪽에 루프와 연결되어 장학되어 있어 어깨와 허리

에 조여 맬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파카를 입었을 경우

에는 몸에 스트랩이 몸을 감싸 자세를 교정해주며, 벗
었을 경우에는 운반이 편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점

퍼에 마스크나 고글을 결합하여 일상복으로도 가능하

며 운동시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등

의 의복을 선보였다(Fig. 4).

2. Aesthetic features of transformed look

트랜스폼드 룩이 갖는 미적 특성으로는 가변성의 

미, 의외성의 미, 유희성의 미, 비정형성의 미로 구분

할 수 있었다(Table 3).
복식은 인체와 가장 밀접한 하나의 공간으로 복잡

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각각의 상황과 개인의 필요에 

<Table 3> Aesthetic features of transformed look
(n / %)

Aesthetic features of transformed look (28 / 14.1%)

Beauty of variability
(12 / 6.1%)

Beauty of Yoo Hee-seong
( 7 / 3.5%)

Beauty of externality
( 5 / 2.5%)

Beauty of externality
( 4 / 2.0%)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진 도구로써 목

적과 용도에 따라 그 기능을 변경해 나가며 사용가치

를 발휘한다. 아울러 진보된 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디

테일 및 부자재를 통하여 형태의 변형 및 색채 ․ 재질

의 변화로 한 복식 내에서도 여러 가지로 다변형을 보

여주는 가변성의 미 유형으로 볼 수 있었다. 예를 들

어 리바이스에서 재킷과 베스트가 디테쳐블로 된 스

타일인데, 컴퓨터 시스템이 내장되어 웨어러블 컴퓨

터의 기능까지 추가되는 가변성의 미를 갖춘 의상을 

선보였다(Fig. 5).
또한 복식은 그저 입는 것을 넘어 자신을 표현하고 

느끼는 도구이며, 참다운 표현은 인간의 삶에 즐거움

을 주는 요인으로 미(美)의 창출에 적극적인 요인이 

되며, 미의 표현은 장식적인 효과까지 줄 수 있는 방

법으로 사례들을 찾아보면 원단이나 디자인 면에서도 

보여줄 수 있지만, 패스닝 시스템을 사용하여 변형을 

보여주는 의외성의 미 유형으로 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2001년 F/W 크리스찬 디올 컬렉션에서는 지퍼

를 사용하여 상의 탑에 지퍼를 끈처럼 사용하여 목에 

둘러 고정시키기도 하면서 지퍼를 리본으로 묶는 의

외성의 미의 효과를 주는 의복도 서보였으며, 2002년 

F/W 이상복의 컬렉션에서 또한 지퍼를 통한 슬릭의 

효과처럼 장식적인 효과와 의외성의 미를 느끼게 한 

<Fig. 5> The beauties of variability, Levi’s.
From. Philips. (2001). http://www.philips.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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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복을 선보였다(Fig. 6). 
인간은 본능적으로 새로운 것을 찾고 만들어 내는 

데서 만족을 느끼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착용

자가 관찰자나 움직임의 촉발자로서 복식의 변형 효

과 창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데, 이는 행위자나 관

찰자 모두에게 행위 자체가 일종의 놀이 개념으로 이

해되며 유희성의 미 유형으로 볼 수 있었다. 예를 들

어 2003년 F/W 후세인 샬라얀 컬렉션에서 미니드레

스를 입은 모델들이 스커트에 달린 지퍼가 부착된 주

머니를 열어 드레스 위의 낙하산 립 코드를 뽑자 드레

스 위의 포켓 안에 숨겨졌던 에어백이 구명조끼처럼 

부풀어 오르는 퍼포먼스를 통해 기발한 아이디어에 

의한 재미도 느낄 수 있는 유희성을 지닌 의복을 선보

였다(Fig. 7).
복식이 변형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착장

자의 의지에 의하여 변화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변화 후 착용자가 누구냐에 따라 의복의 실루엣

이나 디자인이 다르다는 점이 비정형성의 미 유형으

<Fig. 6> The beauties of emergent shape 
semantics, Christian Dior 2001 F/W,

Lee Sang Bong. From. Firstviewkorea. 
(n.d.a, n.d.h). http://www.firstviewkorea.com

<Fig. 7> The beauties of yuuiseong, Hussein Chalayan 
2003 F/W. From. Vogue. (2003). 

http://www.vogue.com

<Fig. 8> Atypic U.S., IE Uniform. 
From. Firstviewkorea. (n.d.f). 
http://www.firstviewkorea.com

로 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IE Uniform은 매는 방법

에 의해 변형이 연출된 숄과 하프코트를 선보였는데, 
이 하프코트의 경우에 느슨하게 매거나 위치를 돌려 

맬 경우, 형태가 변형되는 비정형성의 미가 가미된 의

복을 선보였다(Fig. 8).

3. Integrated features of transformed look

트랜스폼드 룩이 갖는 융합적 특성으로는 의복 내

부에 신기술 기기를 내장시켜 소재의 변형과 형상의 

변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Table 4).
과학기술의 발달은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사고로서 

기계미를 새로운 미적 개념으로 수용하게 되었다. 이
러한 방식은 디지털 기술이 융합되어 텍스타일을 개

발함으로써 패션에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구현하도록 

하였고, 단순한 색과 빛이 실루엣과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LED 같은 기술을 

이용하여 빛을 발사하거나 특수 발광염료에 의해 그 

옷의 색상이 바뀌고 또한 빛으로 인해 소재가 변형되

도록 함으로써 소재의 변형, 서버 모터를 의복 내부에 

내장시켜 의복의 실루엣이나 형상 변형이 이루어지게 

하는 형상의 변형과 같은 의상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Table 4> Integrated features of transformed look
(n / %)

Integrated features of transformed look (71 / 35.9%)

Deformation of material
(30 / 15.2%)

Deformation of shape
(41 /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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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의 변형의 예로는 2006년 필립스 디자인 프로

브는 스킨 드레스를 선보였는데, 이 드레스는 옷 표면 

안쪽에 LED가 부착되어 착용자의 감정에 따라 센서

가 감지되어 색상이 변화되는 의복을 선보였다(Fig. 
9). 또한 2007년 F/W 후세인 샬라얀 컬렉션에서도 필

립스와 비슷한 형식의 LED를 드레스 안에 부착시켜 

평범한 화이트 칼라의 드레스가 감정에 따라 빛이 발

광되도록 하는 드레스를 선보였다(Fig. 10).
형사의 변형의 예로는 후세인 샬라얀의 2001년 

F/W 컬렉션에서 스커트 내부에 전기 장치를 장착시

켜 와이어가 펼쳐졌다 접혀졌다 외형의 디자인이 변

형되는 의복을 선보였으며, 2006년 F/W 컬렉션에서 

트랜스포머 클로스란 이름으로 드레스 내부에 컴퓨터

로 조절이 가능한 모터가 장착되어 목 라인과 햄 라인

이 스트링과 와이어로 길이 조절이 자동으로 변형되

는 의복을 선보였다(Fig. 11). 또한 후세인 샬라얀은 

2000년 F/W 컬렉션에서 리모트 컨트롤 드레스란 이

름으로 무선 통신기기가 드레스 내부에 장착되어 착

용자가 원하는 디자인에 따라 부풀려 드레스처럼 입

<Fig. 9> Deformation of the materials, Philips 2006. 
From. Philips. (n.d.) 

https://www.90yearsofdesign.philips.com

<Fig. 10> Deformation of the materials, Hussein 
Chalayan 2007 F/W. From. Firstviewkorea. (n.d.e). 

http://www.firstviewkorea.com

을 수도 있고, 통신기기를 작동시켜 화이트 칼라의 판

이 내려가 단정한 스타일로 입을 수 있는 의복도 선보

였다(Fig. 12).

Ⅳ. Conclusion

현대의 복잡화된 사회구조와 생활패턴은 빠른 기

호 감성으로의 변화를 야기하였고, 의복은 점차 복합

성을 갖게 되었으며, 이러한 반영의 하나로서 한 벌의 

복식으로 여러 벌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트랜스폼드 

룩의 출현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트랜스폼드 룩

은 현대인의 새로움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며, 착용자

<Fig. 11> Shape deformation, Hussein 
Chalayan 2001 F/W, 2006 F/W.

From. Firstviewkorea. (n.d.c, n.d.d). 
http://www.firstviewkorea.com

<Fig. 12> Shape deformation, Hussein Chalayan 
2000 F/W. From. Firstviewkorea. (n.d.b). 

http://www.fir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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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택에 의한 다양한 연출과 변형이 가능한 다양한 

디자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다 각광받는 디자인 

유형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트랜스폼

드 룩의 선행연구에서는 가변을 위한 단순한 형태 변

화에 대한 제안에 그치거나, 의복의 형태가 일회성 의

복 유형이 대부분으로 변형 가능 의복의 구체적 유형

화 및 분류에 대한 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는 미비

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점차 발전해 나아가고 있는 디지털

시대에서 패션을 통해 나타나는 형식과 의미를 파악

함에 있어 중요한 개념으로 주목된 트랜스폼드 룩을 

분석연구를 하였다.
이에 트랜드폼드 룩의 연구 분석결과로 알게 된 내

용은 다음과 같다.
트랜스폼드 룩은 1990년대 이후로 두드러지게 나

타났으며, 그 양상은 과거에 사용된 레이어드, 리버시

블, 패스닝 시스템 사용 등 단순한 변화로만 이루어지

고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에는 디지털 ․ 기술 발달의 기

반으로 보다 다양화된 기술과 융합된 트랜스폼드 룩

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현대 패션에 나타난 트랜스폼

드 룩을 외형적 디자인, 미적 특성, 신기술에 기반하

여 등장한 방식으로 정리함으로써 트랜스폼드 룩을 

세 가지로 측면에 따라 살펴보고 분석한 결과, 외형적 

방법적 특성에서는 2000년대 이전에는 레이어드, 리

버시블, 패스닝 시스템 등 착용자에 의해 단순한 일차

원적인 변형 의복들이 등장하였다면, 이후에는 한 가

지 방법으로 변형되는 것이 아닌 레이어드와 패스닝 

시스템의 융합 같은 의복들이 등장하였다.
미적 특성에서는 2000년대 이전에는 한 가지 방법

으로만 의복에서 미적 특성을 보여 주었다면, 이후에

는 한 가지 미적 특성이 아닌 가변성의 미와 유희성

의 미가 복합적 융합되어 변형되는 의복이 등장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융합적 특성에서는 2000년대 이전에는 

착용자의 손을 거쳐야만 변형이 되는 의복들이 있었

다면 이후에는 착용자의 손을 거치지 않고 변형되는 

의복들이 등장하였다. 3D프린터의 보급과 같은 신기

술의 발달은 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며, 트랜스

폼드 룩으로의 융합 디자인은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과거의 트랜스폼드 룩이 융복합 디

자인의 근간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미래에 신기

술 발달을 통한 트랜스폼드 룩의 디자인개발을 위한 

자료연구의 초석이 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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