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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pixel,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constituting a digital image, draw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pixelation

image expressed through non-digital media, and develop fashion design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As a research method, the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in the present study by involving domestic and foreign publications,

related academic journals, and theses and dissertations on the pixel and

pixelation image based on a qualitative research process. In addition, through

an analysis of the cases that borrowed pixelation images in non-digital media

like contemporary art and design, etc., an attempt was made to draw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the pixelation image. Apparently, six fashion design

looks are presented in the present study.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the

pixelation image include: first, the repeatability that repeats the minimum unit;

second, the incompleteness of the shape appearing through the phenomenon

of aliasing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pixel; and third, the combination

that completes the shape through the combination of individual independent

pixels. The results of the expression through reflecting them in fashion design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chose one small geometric formative element

and presented repeatability by repetitively expressing that element in a textile

pattern; second, for incompleteness, this study expressed an incomplete form,

handling the edge part of the shape with the method of disentangling the

strand; and third, the combination by completing a single look through

overlapping of independent textiles and the combination of different

independent individuals is expr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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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연구의 배경 및 목적1.

디지털 기기의 활용도와 접근성이 높아진 현대인의 일상에

서 실제 이미지보다 디지털 이미지를 접하는 시간이 많아지

고 있다 디지털 매체의 접근성은 디지털 네이티브. (digital

세대뿐만 아니라 기성 아날로그 세대에게도Native) (analog)

매우 용이해졌으며 모든 세대가 디지털 정보를 공유하는 시

대라 할 수 있다 그만큼 디지털 매체가 보여주는 이미지와.

영상은 매우 중요하며 표현 매체 중 하나로 디지털의 활용

은 많은 창작자에게 필수 도구가 되었다.

픽셀은 화소를 구성하는 점으로 디지털 이미지를 형성하

는 최소단위이다 년대 눈으로 식별할 수 있던 픽셀은. 1960

영상 기술의 발달로 마이크로미터 픽셀을 적용한0.8 ( )㎛

만 화소까지 등장하였고 를 넘어서6400 16bit, 32bit 4k, 8k

의 영상을 구현하는 시대가 되었다 기술의 발달에도 디지털.

이미지를 형성하는 픽셀의 조형 원리 및 개념은 변하지 않

았기 때문에 디지털 이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픽셀의 개

념과 그 조형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현시점. ,

에도 픽셀은 디지털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개념으로써

이를 차용하여 디지털이 아닌 비 디지털 매체를 통해 픽셀

을 표현하고자 하는 예술가들의 시도는 꾸준히 나타나고 있

고 이를 통한 새로운 창작물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은 현대미술에 나타난 픽셀 이Shin(2018)

미지를 연구하여 회화로 픽셀 이미지를 표현하였고,

은 픽셀의 개념을 적용하여 도자 작품을 연구하였Um(2018)

다 은 픽셀화된 이미지를 모티브로 한 가구디자. Kim(2014)

인을 연구하였고 는 민화를 픽셀 이미지로 변환Choi(2012)

하여 장신구 디자인을 연구하였다 이렇듯 최근 연구 경향을.

보면 디지털 이미지를 형성하는 픽셀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

를 비 디지털 매체로 표현하는 픽셀화 이미지를 활용한 디

자인 개발 사례가 많이 있다 반면 패션디자인에서의 픽셀.

이미지나 표현에 관련한 연구는 의 사례 분석 연Kim(2015)

구가 전부이며 실제 컬렉션에서는 관련 디자인이 일부 발표

되었으나 이를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진행한 패션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으로 이

에 관한 디자인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째 디지털 이미지를 구성하는 픽.

셀과 픽셀화 이미지 개념 및 특성을 이해하고 둘째 픽셀화,

이미지가 차용 및 확산된 예술 사례를 통해 비 디지털 매체

에서 표현한 픽셀화 이미지의 조형 특성을 도출한다 셋째. ,

이 조형 특성을 패션디자인 개발에 적용함으로써 픽셀화 이

미지를 활용한 새로운 패션디자인을 제시하고 이를 디자인

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함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의 방법 및 범위2.

연구의 방법으로는 질적 연구 과정으로 픽셀과 픽셀화 이미

지에 관한 국내외 단행본 관련 학술지 학위 논문 등에서· , ,

자료를 발췌 문헌 연구를 통해 일반적 고찰을 하고 픽셀화,

이미지가 차용되어 나타난 현대미술 디자인 사례를 분석함,

으로써 픽셀화 이미지의 조형 특성을 도출한다 도출된 조형.

특성을 바탕으로 이를 패션디자인에 적용하여 총 점의 패6

션디자인을 연구의 결과물로써 도출한다 본 연구의 과정에.

서 픽셀화 이미지가 차용되어 나타난 현대미술과 디자인의

범위는 년대 이후 발표된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이를2000 .

연구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년대 이후 인터넷이 발달하2000

면서 디지털 기기가 대중화되었고 이러한 대중화의 영향으

로 픽셀화 이미지를 반영한 현대미술이 증가하였기 때문이

다 또한 픽셀의 기술이 발전되면서 단순히 픽셀의 이미지. ,

를 차용하는 것이 아닌 픽셀의 조형 특성을 반영한 사례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일반적 고찰II.

픽셀의 개념과 특성1.

디지털 이미지를 이루고 있는 픽셀 은 컴퓨터 디스플(pixel)

레이의 이미지를 구성하고 있는 최소단위의 점을 의미한다.

픽셀의 어원은 그림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와 원소를picture

뜻하는 의 합성어이다 픽셀의 사전적element (Yoo, 2017).

정의를 살펴보면 특정한 빛과 색을 지니고 동영상 이미지를

형성하는 최소 해상도 단위라고 정의되어 있다(Kim, 2015).

선행 연구를 통한 단어의 어원과 사전적 정의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픽셀은 디지털 이미지의 최소단위로 디지털 이미

지는 픽셀이 모여 구성된 시각적 표현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인쇄물 또는 컴퓨터 모니터의 디지털 이미지를 확대하.

여 보면 이미지의 경계선에 작은 사각형이 나열되어 형성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작은 사각형의 집합이 디지털 이.

미지이며 이를 이루는 최소단위인 점을 픽셀이라고 할 수

있다(Kim, 2017).

픽셀은 래스터 방식 으로 저장되는 디지털(raster method)

이미지의 최소 단위로 주로 JPEG(Joint Phot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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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s Group), TIFF(Tagged Image File Format), PNG

(Portable Network Graphics), GIF(Graphics Interchange

Format), BMP(Microsoft Windows Device Independent

등의 확장자로 저장된다 이러한 확장자의 이미지Bitmap) .

는 픽셀 단위로 구성되어 있어 곡선이나 사선을 표현할 때

과 같이 계단 모양 또는 지그재그 모양의 에일리어Figure 1

싱 현상이 나타난다 이것은 컴퓨터(aliasing) (Choi, 2012).

그래픽에서 해상도의 한계로 선이 울퉁불퉁하게 되는 현상

으로 이것은 픽셀의 데이터가 또는 로 구분되어 표현될0 1

때 중간색 데이터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러한(Shin, 2010).

현상은 픽셀이 적용된 디지털 이미지의 대표적인 특성이다.

계단 모양 혹은 톱니바퀴 모양의 외곽 이미지는 컴퓨터 디

스플레이가 표현하는 이미지의 불완전한 조형적 특성이다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의 제록스(Nah, 2012). Figure 2

로고는 일부분에 픽셀이 가진 불완전한 조형적 미학을 드러

냄으로써 디지털 시대에 제록스라는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

를 상징적으로 드러내었다 모니터에 출력되는(Nah, 2012).

디지털 이미지는 픽셀의 조합으로 그 크기는 매우 작아서

육안으로 구별이 어려우나 이를 확대해서 본다면 같은 형태

의 무수한 점들이 빼곡히 반복적으로 구성된 조형적 특징을

가진다 이는 모눈종이 위에 일정한 간격의 수직선과 수평선.

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그리드 바둑판 구조이다 다양(grid), .

한 색채를 지닌 같은 크기의 픽셀들이 결합하여 거대한 이

미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픽셀의 밀도에 따라 이미지의.

해상도가 결정된다 픽셀의 해상도란 픽셀의 정보를 저장하.

기 위해 각 픽셀 당 몇 비트를 사용하는가를 의미한다 픽.

셀의 해상도는 가로 세로 픽셀 수로 이미지의 크기를 나타×

낸다 오늘날 디스플레이 기술은 이 해상도에 따라 발전하였.

는데 년대 테트리스 게임은 육안으로 픽셀의 형태가 구별80

Figure 1. Aliasing
(Choi, 2012, p.12)

Figure 2. Xerox Logo
(Nah, 2012, p.21)

Figure 3. Concept of PPI
(http://news.samsungdisplay.com)

될 만큼 해상도가 낮았고 브라운관 는 해상도TV 640 x 480

라면 현재 상용화 되는 는 해상도로UHD TV 3840 x 2160

가로 주사선이 약 개 로 라고 불린다4000 (1K=1000) 4K . PPI

는 인치 안에 들어오는 픽셀 수를 의미하는 것으로1 Figure

과 같이 가 높을수록 이미지를 표현하는 픽셀 수가 많3 PPI

아지고 세밀하고 선명한 이미지 표현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고해상도 콘텐츠가 발달되면서 를 넘어서4K 8K

의 해상도를 가진 모니터 콘텐츠가 지속(7680×4320) , TV,

해서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디스플레이 기술 발달에도 픽셀.

을 구성하는 기본 특성은 일치하며 픽셀이 가지는 에일리어

싱 현상 즉 불완전성을 극복하기 위해 픽셀 기술일 발전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최소단위의 점이 반복되어 그. ,

것이 결합한 형태가 이미지로 보인다는 기본적인 특성은 픽

셀의 중요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픽셀화 이미지2.

픽셀화 이미지 를 사전에서 살펴보면 컴퓨(pixelation image)

터 그래픽에서 비트맵 이미지를 구성하는 픽셀이 독립적으

로 구성된 이미지로 정의하고 있다 픽셀을 활(Nah, 2012).

용한 이미지는 디스플레이에 표현되는 디지털 이미지뿐만

아니라 비 디지털 요소에서도 많이 활용 되고 있다 그렇기.

에 넓은 범위로 본다면 픽셀화 이미지는 작은 단위 요소가

드러나게 작업하는 시각적 결과물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한 예로 현대미술 작가 메구미 네이트. (Megumi

는 모자이크 현대적인 접근방법Naitoh) ‘ : (Mosaics : A

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글에서Contemporary Approach)’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서투른 이

미지에 대한 신선한 관점을 디지털 이미지 기술과 로마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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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크 양식의 융합을 통해 표현하고 있으며 픽셀화와 추상

화를 통해 이를 실현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Nah, 2012).

이미지를 구성하는 픽셀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거나 강조한

이미지는 픽셀화 이미지로 정의 내릴 수 있으며 넓은 의미

로 그래픽이 아닌 다양한 매체에서 작은 단위의 이미지 구

성요소를 드러내려는 시도를 픽셀화 이미지 정의에 포함할

수 있다

픽셀화 이미지의 이러한 조형 방법과 유사한 미술 사조로

는 후기 인상주의 시대 점묘법을 들 수 있다 빛과 색의 과.

학을 예술에 접목한 것으로 표현하는 색을 순색으로 나누어

세밀하고 무수한 색 점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색(Bae, 2013).

의 물리적인 혼합이 최소화함으로써 색이 탁해지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빛의 혼합으로 순색에 가까운 화사하. ,

고 밝은 색감을 얻을 수 있다 점묘법의 대표적(Seo, 2010).

인 화가로는 조르주 쇠라가 있다 는 조르주 쇠라가. Figure 4

최초로 점묘법을 선보인 그랑드 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 작

품이다 쇠라는 물리학에 중요한 관심사로 연구되고 있었던.

빛과 색채 이론을 그림에 체계적으로 적용하였다 픽셀은 점.

묘화의 특징을 닮아 있는 현대적인 미술표현 장르라고 할

수 있다(Yoo, 2017).

픽셀화 이미지는 컴퓨터 정보 디스플레이에서 시작되었지

만 예술표현으로 자주 활용되어온 점들은 사물의 외형적 형,

태를 완성하는 기본요소의 기능과 함께 작가의 생각과 가치

관이 물리적 요소인 물감에 녹아들어 일차적 의미를 넘어

다의적이고 독특한 세계관을 형성하게 된다 이에 픽셀화 이.

미지는 디지털이 아닌 비 디지털 매체에서 그 조형 특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례로 나타나고 있다.

Figure 4. Sunday Afternoon on the Island of
La Grande Jatte

(Lee & Kim 2006, p.424)

픽셀화 이미지의 차용과 확산3.

디지털 분야에서 픽셀의 이미지를 드러냄으로써 그 가치와

조형성을 부각하고 있는 가운데 는 그의Steven(1997/2004)

저서 디지털 모자이크를 통해 비 디지털 분야에서도 픽셀을

활용하는 것이 보편화 되었다고 기술한 바 있다 또한 이러. ,

한 픽셀화 이미지는 기존 기법과는 차별적인 시각적 효과를

만들어 작가의 새로운 관념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였다 픽셀화 이미지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이러한 표현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비 디지털 분야에서의.

픽셀화 이미지 사용은 픽셀화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픽셀화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인 불완전한 형태를 통해 다의적인 작가만의 조형 언어

를 만들어 낼 수 있게 때문이다 본 절에서는 년대 이. 2000

후 픽셀화 이미지가 차용되고 확산된 현대미술 및 디자인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픽셀의 조형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대미술1)

디지털 미디어의 산물인 픽셀화 이미지는 현대미술에 다양

하게 나타나고 있다 현대미술에 사용되는 픽셀화 이미지는.

자체의 조형성뿐만 아니라 픽셀이 가진 의미에 더 많은 관

심을 가지고 표현 요소로 활용한다 이러한 현대미술의 픽셀.

화 이미지는 추상적인 의미 표현과 함께 구상적 이미지 차

용의 과정을 거쳐 작품의 오브제 현상들을 통해 표현된다

는 미국 작가 척 클로스(Nah, 2012). Figure 5 (Chuck

의 자화상이라는 작품이다 이는 바둑판의 격자무늬를Close) .

활용하여 초상화를 작업한 것으로 격자무늬는 픽셀의 외형

적인 특성이다 은 숀 스미스 의 테바. Figure 6 (Shawn Smith)

트론 이다 이는 픽셀을 입체적으로 표현하여 작은(Tevatron) .

나무 조각 하나를 하나의 픽셀 단위로 보고 이를 엮어서 하

나의 작품을 만들어 내는 조형 방식이다 작가는 실제로 보.

는 대상보다 와 모니터를 통해 픽셀 이미지를 더 많이TV

접하는 현대인들의 일상을 담아 디지털 세계와 현실의 교차

점을 연구하면서 기술을 통해 자연을 경험하게 하는 자신의

작업세계를 밝힌 바 있다 이 작품은 모여 있던 픽셀 모양.

이 해체되어 이미지가 깨지는 형상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은 황규태의 사진 작업으로 컴퓨터 모니터와Figure 7 TV

화면을 확대 촬영한 픽셀 시리즈 중 가을이다 그는 대상의.

확대를 통해 실제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환상적 미적 세계를

탐구한다 확대되기 전에는 하나의 집합체로서 한가지의 색.

채를 구성하고 있지만 이는 확대함에 따라 작은 점 단위의,

픽셀로 구성된 구조로서 각 픽셀의 결합을 통해 하나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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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Self-portrait
(https://walkerart.org/)

Figure 6. Tevatron
(www.artsy.net)

Figure 7.
Pixel: Fall

(www.daljin.com)

Figure 8. A Variety of Mona Lisa Expressed in Pixelated Images-
Left. Joo jaeblumRight. Adam lister

(Nah, 2012, p.95)

미지로 완성된다 은 픽셀화 이미지를 활용한 모나. Figure 8

리자 작업으로 작품 모두 디지털이라는 미디어의 맥락을 가

지고 있지만 그 표현 방식은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좌측은 픽셀에 규칙을 적용하여 반복적으로 사용하였.

으며 우측은 픽셀을 관념적 개념으로 받아들여 공간을 구성

하는 의미로 해석하여 사용 각기 다른 공간의 시각적 결합,

을 통해 이미지를 완성한다.

현대미술에서의 픽셀화 이미지의 조형적 특징은 반복성으

로 최소 단위의 반복을 통해 이미지를 만드는 픽셀의 기본

적인 조형 과정을 그대로 반영하되 조각의 해체와 조합을

통해 불완전 형태로 표현한다 또한 각기 다른 색채나 형태.

를 결합함으로서 시각적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이미지를 만

들어 작가의 의도를 표현한다.

디자인2)

픽셀화 이미지는 다양한 디자인 분야에도 이용되고 있다.

는 노르웨이의 새로운 화폐이다 노르웨이는Figure 9 . 2017

년부터 사용될 새로운 지폐도안을 발표하였다 지폐 뒷면에.

는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한 추상적 이미지의 사각 픽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미래지향적이고 독창적인 최고의 지

폐디자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은(Hong, 2014). Figure 10

미국 디자이너 비비안 추 의 픽셀 체어 시리즈(Vivian Chiu)

중 하나이다 디자이너는 입체 큐브 형태의 나무 조각을 하.

나하나 붙여서 의자를 디자인하였다 이는 픽셀의 형태를 이.

용한 디자인 사례이다 은 일본 디자이너 쿠니히코. Figure 11

모리나카 가 에 선보인 제(Kunihoko Morunaga) 2012 F/W

품으로 그는 어렸을 때 보고 자랐던 년대의 비디오 게임80

속 캐릭터를 모티브 삼아 비트 컨셉으로 디자인하였다 각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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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Norwegian Banknote
(www.econovill.com)

Figure 10. Pixel Chair
(www.designboom.com)

Figure 11. Kunihiko Morinaga 2012 F/W
(Kim, 2014, p.13)

자의 독립된 픽셀 개체들이 각기 다른 색채로 불연속적으로

배치되어 표현되었다.

디자인 분야에서는 픽셀이라는 사각형의 조형 요소를 그

대로 사용하여 반복하여 조형하는 특성이 나타났다 또한. ,

색채 표현에 있어서 각 개체의 색채를 불연속적으로 표현하

여 점묘법에서 보이는 병치혼합의 효과를 이루어 이미지 조

각의 결합으로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특성을 보인다.

픽셀화 이미지의 조형 특성.Ⅲ

앞장에서는 일반적 고찰을 통해 픽셀화 이미지의 개념 및

특성을 살펴보았고 비 디지털 분야에서 표현된 픽셀화 이미,

지를 현대미술 디자인으로 나누어 사례 분석하였다 이 장, .

에서는 이를 통해 도출된 픽셀화 이미지의 조형 특성에 대

해 살펴보고자 한다(Table 1).

반복성1.

픽셀은 디지털 이미지의 최소단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각

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를 반복적으로 구성한 집합체가.

디지털 화면에서 보이는 이미지이다 그러므로 픽셀화 이미.

지는 픽셀의 반복을 통해 조형하는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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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Pixelation Imag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Pixelization Image

Formative

Characteristics
Representation Method Case Image

Repeatability
Repeat small objects to complete the entire

image

Incompleteness
Phenomenon of aliasing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pixel

Combination

Completes the shape through the

combination of individual independent

pixels

비 디지털 분야에서는 픽셀화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사각

형 또는 기타 도형을 최소단위로 설정하고 이를 반복 축적

함으로써 형태를 만들어 나간다 척 클로스의 자화상이나 비.

비안 추의 체어 디자인은 픽셀화 이미지의 반복성이 잘 드

러난 대표적인 사례이다.

불완전성2.

픽셀은 격자무늬 즉 바둑판 모양의 그리드에서 생성됨으로

형태를 확대해서 보면 테두리에 에일리어싱 현상이 나타난

다 이는 픽셀 조형의 가장 큰 특성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

해 픽셀 기술은 발전되고 있다 그러므로 픽셀 조형은 그.

형태와 완전하지 않은 불완전성의 특성이 있으며 이를 이용

하여 픽셀화 이미지를 활용한 작가들은 픽셀을 해체하거나

형태를 분해함으로써 의도적으로 형태를 불완전하게 만든다.

숀 스미스의 테바트론 작업은 실제 상어 이미지를 해체함으

로서 이러한 픽셀화 이미지의 불완전성을 잘 표현하고 있다.

결합성3.

픽셀은 하나의 단위로서 개체마다 독립된 구역을 가진다 이.

는 현대의 발전된 픽셀 기술에서도 그 특성은 유지하고 있

다 년 월 일 삼성이 최초로 공개한 억 만 화소. 2019 8 12 1 800

의 이미지센서 아이소셀 브라이트 는 스마트폰이나 태HMX

블릿 등에서 사용하는 모바일 이미지 센서로 각 픽셀들PC

이 독립적으로 동작하며 고화질의 이미지를 촬영하고 때로

는 개의 픽셀이 결합되어 빛을 받아들여 감도를 약 배 높4 4

이기도 한다 독립된 개체가 결합되어 이미지를 이루는 것은.

픽셀화 이미지의 특성으로 결합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는.

비 디지털 매체를 통한 픽셀화 이미지에서도 나타나는데 황

규태의 픽셀 가을의 경우도 독립된 개체의 픽셀이 결합하:

여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픽셀화 이미지의 조형 특성

이 잘 나타난다.

패션디자인 개발IV.

작품 제작 의도 및 방법1.

본 연구는 픽셀화 이미지의 조형 특성을 활용한 패션디자인

개발 연구로 앞장에서는 비 디지털 분야에 나타난 픽셀화

이미지의 조형 특성을 도출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 도출된.

결과를 패션디자인에 적용하여 창의적인 패션디자인을 개발

하고자 한다 패션디자인 개발을 위한 디자인 과정은. Figure

와 같다12 .

픽셀화 이미지의 조형 특성은 첫째 최소단위를 반복하는,

반복성이다 둘째 픽셀의 특성으로 에일리어싱 현상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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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elation

Image

Pixelation Image in Art

Pixelation Image in design

Formative

Characteristics

Repeatability

Incompleteness

Combination

Figure 12. Fashion Design Process Using the Formative Chatacteristics of Pixelation Image

나타나는 형태의 불완전성이다 셋째 독립된 픽셀 개체의. ,

결합을 통해 형태를 완성하는 결합성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

출된 각 표현 특성당 두 벌씩 총 점의 패션디자인을 개발6

하였다 첫째 반복성은 작은 기하학 조형 요소 한 개를 선. ,

정하여 이를 반복하여 표현함으로써 나타내었다 둘째 불완. ,

전성은 데님과 트위드의 올 풀기 방식을 통해 픽셀화 이미

지가 가지는 불완전한 조형을 표현하였다 셋째 결합성은. ,

하나의 디자인에 독립된 구획을 나누고 다른 텍스타일 소재

를 결합하거나 하운드 투스 도트 무늬 등 다른 유형의 텍,

스타일을 한 화면에 중첩하여 디자인함으로써 독립된 개체

들이 만나 하나의 룩을 만드는 결합성을 표현하였다 기법은.

픽셀화 이미지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픽셀을 표현하기 적

합한 디지털 프린팅 기법을 주로 사용하였고 불완전성을 표

현하기 위한 올 풀기 방식을 위해 데님과 트위드 직조를 사

용하였다 소재는 승화 전사 방식의 디지털 프린팅이 가능한.

폴리에스터 소재를 중심으로 편직물과 트위드 직조의 경우

울과 아크릴이 합성된 원사를 사용하였다.

작품 제작2.

첫 번째 디자인 카테고리는 반복성으로 텍스타일 문양에서

이를 표현 하나의 기하학적인 유닛을 일정하게 반복하여 디,

자인하였다 디자인 은 같은 형태의 유닛을 개의 크기로. 1 3

변형하여 반복함으로 반복성을 나타내었다 소재(Figure 13).

는 울 아크릴 가 섞인 트위드 소재를 사용하였고60%, 40%

격자무늬의 짜임으로 문양을 만들어 냄으로써 픽셀의 특성

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색채는 블랙과 화이트의 대비를 사용.

하여 시각적으로 유닛의 반복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었다.

디자인 는 작은 유닛을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함으로써 표2

현하였고 편직물을 사용하여 격자무늬에서 픽셀을 통해 이

미지를 생성하는 픽셀화 이미지 방법을 적용하였다(Figure

색채는 옐로우와 퍼플의 보색 대비를 사용하여 반복되14).

는 유닛의 이미지를 강조하였다(Table 2).

두 번째 디자인 카테고리는 불완전성으로 이를 표현하기

위해 데님과 트위드 소재를 활용하여 형태의 가장자리 부분

을 올 풀기 방식으로 처리 픽셀화 이미지의 불완전한 조형,

특성을 나타내었다 디자인 은 데님 소재를 활용하여 모든. 3

봉제선 부분을 아웃으로 처리하고 이 시접을 올 풀기 방식

으로 처리함으로써 픽셀의 에일리어싱 현상에 의해 나타나

는 불완전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포켓은(Figure 15).

트위드 소재를 사용하여 올 풀기 하였다 디자인 역시도. 4

데님 소재를 활용하여 모든 봉제선을 아웃으로 처리하고 이

시접을 올 풀기 방식으로 처리함으로써 명확하지 않은 외곽

형태를 은유적으로 드러내었다(Figure 16).

세 번째 디자인 카테고리는 결합성으로 이를 표현하기 위

해 한 디자인에 각기 다른 텍스타일을 결합함으로써 하나의

룩으로 완성하거나 유형이 다른 텍스타일 문양을 중첩함으

로써 결합하여 표현하였다 디자인 는 도트 문양과. 5 (dots)

하운드 투스 문양을 중첩하여 결합성을 표현(hound tooth)

하였다 픽셀화 이미지의 결합성은 독립된 픽셀(Figure 17).

들의 시각적으로 결합하면서 나타나는 조형 특성으로 이를

패션디자인에서는 두 개의 다른 전통적인 문양을 중첩하여

표현함으로써 하나의 이미지로 결합하여 나타내었다 기법은.

디지털 프린팅 기법을 사용하여 디지털 이미지를 살렸고 소

재는 디지털 프린팅 기법이 용이한 폴리에스터를 사용하였

다 디자인 은 원피스 아이템으로 전체 옷의 패턴을 사선. 6

으로 면 분할하여 독립적인 공간을 구성하고 각 면에 도트

패턴 하운드 투스 패턴 등 다양한 텍스타일 소재를 조화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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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ashion Design Using Repeatability

Repeatability

NO Item Color Material/Techniques Expression Characteristics Design

1 Jacket
Black

White

Wool 60%

Acrylic 40%

1 Units Repeat 3 size→
Figure 13. Design 1

2
Knit Top

Boots

Yellow

Purple

Acrylic 47%

Nylon 37%

Alpaca 7%

Polyester 4%

1 Units Repeat 1 size→
Figure 14. Design 2

Table 3. Fashion Design Using Incompleteness

Incompleteness

NO Item Color Material/Techniques Expression Characteristics Work

3

Jacket

Shirt

Pants

Black

White

Blue

Orange

Yellow

Brown

Cotton 100%

Polyester 100%

The

technique

of

Flaying

Figure 15. Design 3

4
One-

piece
Blue Cotton 100%

The

technique

of

Flaying

Figure 16. Design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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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ashion Design Using Combination

Combination

NO Item Color Material/Techniques Expression Characteristics Work

5
One-

piece

Red

Green

Purple

Pink

White

Polyester 100%

Houndtooth

+

Dots

Combination

Figure 17. Design 5

6
One-

piece

Black

White
Polyester 100%

Combination

Figure 18. Design 6

게 결합함으로써 결합성을 드러내었다 소재는(Figure 18).

디지털 프린팅 기법이 용이한 폴리에스터 원단을 사용하였

다 색채는 공간의 분할이 잘 보일 수 있는 블랙과 화이트.

를 대비하여 사용하였다(Table 4).

결론V.

픽셀화 이미지는 디지털 표현 방법이 가장 현대적인 도구라

는 것과 디지털 표현의 기본 단위인 픽셀을 비 디지털 매체

를 활용하여 표현한다는 점에 다양한 창작의 모티브 중 하

나로서 디자인 연구 개발에 응용 가능한 주제이다 이 연구.

는 디지털 이미지를 이루는 기본 단위인 픽셀의 개념을 이

해하고 픽셀의 개념을 차용하여 픽셀화 이미지를 표현한 현

대미술과 디자인 사례를 분석을 통해 픽셀화 이미지의 조형

특성을 도출하고 이를 적용한 점의 패션디자인을 제시하였6

다.

이론적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대미술과 디자인 사.

례 분석을 통해 도출된 픽셀화 이미지의 조형 특성은 첫째,

최소단위를 반복하는 반복성이다 둘째 픽셀의 특성으로 에. ,

일리어싱 현상을 통해 나타나는 형태의 불완전성이다 셋째. ,

독립된 픽셀 개체의 결합을 통해 형태를 완성하는 결합성이

다.

이론적 도출을 통한 패션디자인 적용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첫째 반복성은 작은 기하학 조형 요소 한 개를 선정하. ,

여 이를 반복하여 표현함으로써 나타내었다 둘째 불완전성. ,

은 데님과 트위드의 올 풀기 방식을 통해 픽셀화 이미지가

가지는 불완전한 조형을 표현하였다 셋째 결합성은 하나의. ,

디자인에 독립된 구획을 나누고 다른 텍스타일 소재를 결합

하거나 하운드 투스 도트 무늬 등 다른 유형의 텍스타일을,

한 화면에 중첩하여 디자인함으로써 독립된 개체들이 만나

하나의 룩을 만드는 결합성을 표현하였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픽셀은 디지털 이미지를 구성하는 최

소 단위로 오늘날까지 선명한 이미지 전달을 위해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픽셀의 조형 특성은 고도의 기술에도.

변하지 않는 고유의 특성으로 이 픽셀로 생성된 픽셀화 이

미지는 비 디지털 매체에서도 이를 차용하여 많은 예술가와

디자이너의 창작 모티브가 되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픽셀의 개념이 현대 이미지 형성에 매우 중요한 것으

로 이는 픽셀이 기술적으로 활용된 디지털 공간뿐만 아니라

이를 차용하여 표현한 아날로그 공간에서 다양하게 응용되

어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픽셀의 조형 특성은 픽셀을 통해 이미지가 형성되는 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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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 대한 근본적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 근원적인 방법

은 작가의 해석으로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어 디자이너의

조형을 위한 모티브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픽셀화 이미지.

를 비 디지털 매체를 통해 그 조형 방식만을 차용하여 표현

하는 것은 지속적인 픽셀의 기술 발전과 함께 꾸준히 전개

될 표현 방법이다 이 연구가 앞으로 전문 디자이너 및 예.

비 디자이너에게 디자인 개발의 한 방법으로서 제시되어 도

움 되길 기대하며 후속 연구로는 픽셀이 디지털 이미지에

사용되는 개념인 만큼 영상 기술이 반영된 패션디자인 개발

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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