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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로그 패션 감성, , 

-

본 논문은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Fashion companies are increasingly becoming aware of the importance of 

Digilog as a response strategy to an emotional stimulus, in order to win the 

hearts of consumers, because the Digilog provides a new type of emotional 

value. The features of Digilog found in modern fashion are characterized as 

follows: first, the “Fashion Image of Hybrid Nature” expresses nature in a new 

light or reinterprets existing expressions of nature, by using cutting-edge 

technology based on the psychological desire to return to, adapt with, and 

harmonize with nature. Second, the “Fashion Image of Nostalgia,” which exhibits 

past forms of regressive fashion, is a fashion code that can be understood as a 

social trend. It has a digital exterior, with retro materials and old perfumes that 

reflect psychological comfort, as its expressive medium. Third, the “Lifestyle 

through the Technique of Interaction” is the sharing of information through 

consumer participation and delivery, or its interaction. Fourth, the “Fashion 

Design through the Technique of Customizing” allows consumer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design process. It reflects the consumer’s desire to personally 

design fashion products. Fifth, the “Emotion Sharing through the Technique of 

Storytelling,” which focuses on intangible values, is based on the sentiment of 

communication between the consumer and the brand, thereby satisfying the 

inner values as well as the aesthetic demands of consumers. This study 

confirmed that digital fashion, which uses digital technology based on analog 

sentiments, has opened up a new environment for fashion culture and has also 

widened the boundaries of fas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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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현대 소비자들은 제품의 물리적 속성이나 기능 및 가격의 

논리적인 판단에 의해 구매하는 이성적 소비보다는 자신만

의 감성을 자극하여 내적 가치를 만족시키는 제품을 선택

하는 감성적 소비를 추구하고 있다(Kim & Choi, 2016). 

특히 사회 문화적으로 디지털 환경이 가속화됨에 따라 인·

간 중심의 감성 가치를 반영한 신기술로 정서적인 만족과 

마음의 안정을 찾는 성향이 높아졌다 이에 디지털 기술과 . 

아날로그 감성이 융합된 디지로그 형태의 제품‘ (DigiLog)’ 

과 서비스 콘텐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 . 소비

자의 감성적 경험에 의한 소비자 욕구 충족을 중요시하게 

되면서(Wang & Lee, 2016) 패션업계에서도 소비자에게  

감성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디지로그 방식을 활용

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빠른 확산으로 기술의 범용화와 

모방이 쉬워지고 비교적 손쉽게 기술이 제공되는 시대에IT

서 테크놀로지에 의한 패션의 감성적 구현은 디지로그를 

통한 패션의 콘셉트와 감성전달의 새로운 매체 활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디지로그와 관련한 패션 연구는 섬유디자인 분야의 패턴   

디자인을 적용한 연구(Cho, 2008; Jang, 와2017)  패션의 

조형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연구 (Kim & Park, 

2011) 패션과 메이크업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을 분석한 , 

연구(Kim, 2012, 2015)가 있는데 이들 연구는 주로 패션 

디자인 특성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과 아날로그 감성의 융합인 디지로그는 패션  

제품 뿐 아니라 소비자와 소통하는 패션광고 패션쇼 패션, , 

매장과 같은 주요 패션표현매체에서 소비자에게 다감각 감

성전달 방식으로 확장 적용되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패· . 

션표현매체 전반에서 나타나는 디지로그의 감성적 측면을 

중심으로, 패션과 테크놀로지의 융합을 통해 감성적 구현

이 두드러지는 현대 패션에 나타난 디지로그의 특징을 도

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에 감성의 총체적 표. 

현과 무형의 경험이 가능한 환경을 구현하는 디지로그를 

통해 미래 패션산업의 새로운 감성가치창출을 위한 활용방

안 모색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에 연구의 의의를 둔

다.

연구방법은 디지로그 관련 단행본과 선행연구 예술 문화   , ·

산업 및 패션 정기 간행물을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와 패, 

션 및 예술 문화 산업디자인 제품과 패션표현매체에서 나, , 

타난 디지로그 사례조사를 병행하였다. 디지로그의 사례분

석은 디지로그의 유형적 특성을 범주화하기 위해 차적으 1

로 선정한 건의 사례 중 총 건의 사례를 제품 디자이84 55

너 인의 검토 과정을 통해 3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도출된 디지로그 유형을 프레임웍으로 하여 현대   

패션에 나타난 디지로그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패션정 

보사 자료 및 정기 간행물인 퍼스트뷰코리아와 패션비즈, 

패션인사이트 어패럴뉴스 등, 의 시각적 자료 수집 및 분석

을 진행하였다 이들 매체는 패션 분야에서 전문성과 공신. 

력을 가진 대표적인 매체들로 현대패션의 현황을 분석할 

수 있는 최적의 자료로 판단되었다 현대 패션에 나타난 . 

디지로그의 특징 분석을 위하여 수집된  총 건의 시각적 85

자료들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해 패션전문가 인의 검증3

을 거쳐 분석하였다 범주화 작업에 있어 다층적인 특성의 . 

경우는 주된 특성을 선정하여 분류하였다.

연구의 범위로는   디지로그의 개념이 이어령 교수의 저서 

디지로그 선언 을 통해 거론된 시기인 년‘ (Lee, 2006)’ 2006

도 이후부터 년까지의 자료를 중심으로 사례대상을 2016

선정하였다.

디지로그와�감성에�관한� 고찰II.�

디지로그에�관한�고찰1.�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따른 디지털의 성장은 인간의 내적가

치와 아날로그에 대한 역지향으로 나타나 기술보다는 감성

과 문화의 가치에 중점을 두게 되면서 감성과 기술 간의 

융합을 추구하는 디지로그‘ (DigiLog 라는 새로운 개념이 )’

등장하였다(Eom & Woo, 2013). 디지로그란 디지털

과 아날로그 의 합성어로서 년 이어령 (Digital) (Analog) 2006

교수의 저서에서 처음 사용한 이후 보편화되었으며 아날, 

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면서 기존 아날로그 

정서와 디지털 기술을 융합하는 기술 또는 시대를 의미한

다(Lee, 2006) 디지로그는 차갑고 딱딱한 디지털의 세계관. 

과 부드럽고 유연한 아날로그의 세계관이 서로 융합된 새

로운 패러다임으로 상반된 두 측면이 서로 대립되기보다, 

는 공존하며 조화를 이루어(Jang, 2017) 균형 있고 조화로 

운 삶을 형성하기 위한 대안이 되고 있다(Mah, 2017).

현대 사회에서 디지로그는 웹서비스 제품디자인 예술  , , , 

건축 공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인, 

간의 감성을 중요시하는 사회현상과 깊은 관련이 있다

(Lim, 2013). 디지털이 지배하는 후기 산업사회와 정보사

회에서 그 권력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

게 사회의 중심부에서 도태되어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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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폐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인간성을 회복하고 . 

치유하는 특징을 가지는 디지로그는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

는 현대인의 추억과 향수 그리움을 찾고자 하는 아날로그 , 

정서에 대한 욕구가 반영된 것이다(Mah, 2017).

강력한 디지털식 사고에 대한 반작용 또는 상호보완으로  

서의 아날로그에 대한 향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으

로, 아날로그는 디지털이라는 큰 흐름 속에 존재하는 정서

이며 인간적인 주제 내적인 가치로 존재한다, (Mah, 2017). 

아날로그적 가치는 디지털에 의해 더욱 강화되고 디지털의 

의미는 아날로그에 의해 더욱 부가될 수 있다 디지털 기. 

술이 단순히 아날로그 제품을 디지털로 바꾸는 차원을 넘

어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제품 환경과 인간과의 커뮤니

케이션을 만들어 내는 방향으로 진화하는 것이다 이에 다. 

양한 예술 문화 영역에서 디지털 시대에 산업 우열을 결정

하는 요건이 감성적 요소라 판단하고 신기술에 대한 꾸준

한 연구와 구매자의 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디지로그를 구

축하는데 주력하고 있다(Baek, 2009). 디지털 패러다임의 

시대에 지쳐있는 현대인에게 디지로그는  인간의 오감 감, 

정과 같은 감성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 취

향이 반영된 라이프스타일을 구현할 수 있게 하고 다양한 

주변 문화와의 적극적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한다

(Baek, 2009).

감성과�패션에�관한� 고찰2.�

인간의 정서 혹은 감성이 인간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도구

이자 가치의 척도로 인식되는 오늘날의 현상은 일시적인 

이슈나 경향이라기보다는 인간에 대한 사고의 변화가 반영

된 결과이다 이에 심리학 철학을 비롯해 과학적 권위를 . , 

중시하는 생리학과 인지과학의 분야까지 인간의 마음 즉 , 

정신적인 것 감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Lim, 2013).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감성은 자극이나 자극의 변화를   

느끼는 성질로 이성 에 대응되는 개념이며 외계의 대( ) , 理性
상을 오관 으로 감각하고 지각하여 표상을 형성하는 ( )五官
인간의 인식 능력이다(Kim, 2016). 이러한 감성은 감각 자

극을 느끼고 반응하는 능력과 생활 속에서 매 순간 발생되

는 것으로 첫 인상이나 선호도의 형태로 나타나며 자극물, 

에 의해 유발된 감성은 자극물 자체에 대한 감성과 함께 

성 연령 라이프스타일 소비성향 등과 같은 복잡한 상황, , , 

이 연결되어 감성의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난다(Kim & 

Choi, 2016). 

사회 문화적으로 민감한 패션은   · 기능을 넘어서 감성과 

이미지의 소비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감성과 매우 밀접

한 관련성이 있다 패션은 인간과 환경이 끊임없이 상호작. 

용하는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매개체로 그 자체가 기호적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성보다는 감성적으로 , ㆍ

변화되어지는 현대인에게 즐거움이라는 요소 그 자체로 하

나의 문화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Ahn, 2017).

패션에서의 감성은 잠재되어 있는 인간 내면의 감성을   

읽어내어 제품개발에 반영하기 위해 구체화시키는 것으로

써 소비자가 경험하는 주관적인 심리적 경험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Ahn, 2017). 패션을 대하는 개개인의 감성은 성장 

환경 기호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 유형이 매우 다, , 

양하게 나뉘어질 수 있다(Oh, 2015). 과거에는 패션 감성 

을 첨단기술의 접목을 통해 편리함을 느끼는 기능적 감성, 

심미적 디자인을 통해 느끼는 감각적 감성 소비자의 문화, 

를 반영하여 사회적 심미적 가치를 높인 문화적 감성으로 ·

설명하였다(Ahn, 2017). 

그러나 사회 다변화와 인터넷 문화가 발달하면서 소비성   

및 가치 변화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지향과 감성 지향적 소

비 형태의 변화로 소비자들의 패션에 대한 태도와 트렌드

의 수용도가 달라지고 있다(Lee, 2008). 따라서  사회문화적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새로운 경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패션은 소비자들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과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각과 Moon, 2012) 

감성의 차원으로 끌어들이는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고 있

다. 패션 감성은 복잡하고 주관적인 감성의 변화를 예측하

고 측정하여 적용하는 작업에 어려움이 따르나 오늘날 디

지털 기술과 패션의 융합을 통한 혁신적 감성 접근이 특히 

주목받고 있다 그 일환으로 패션분야에서는 디자인뿐 아. 

니라 광고 매장 패션쇼 등 패션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 , 

수단을 통해 디지로그 패션을 보여주고 있다. 

디지로그의�유형III.�

디지로그는 전통적 감성인 아날로그와 현대적 감성인 디지

털의 융합 아날로그의 정적인 특성과 디지털의 동적인 특, 

성의 융합의 모습으로 디지털, 시스템 속에서 아날로그의  

장점을 살리는 형태로 소통하며 감성을 공유한다. 

본 연구에서는   예술 문화산업 전반에 나타난 디지로그의 ·

사례를 선정 후 이들의 대표적인 특성에 따라 디지로그의 

유형을 범주화하였다. 디지로그는 포괄적인 표현 영역으로 

소재의 선택과 활용 표현 기법이 다양하기에 , 유형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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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경우 주된 유형을 선정하여 분류하

였다 기술과 감성이 융합되는 . 디지로그의 유형은 주로 제

품과 서비스 시스템 내에서 나타나며 이는 크게 표, , 현 내

용적 측면과 표현 기법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현�내용적�측면1.�

디지로그가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유형은 표현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내용적 측면의 표현 방식은 주로 유형적 

대상이나 메시지를 담아냄을 알 수 있었다 표현 내용적 . 

측면은 디지로그가 시각화된 표현 매체를 통해 수용자에게 

보여지는 표현 방식에 있어 구성된 내용의 본질적 측면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 분석을 통하여 크게 . ‘자연 친

화적 콘셉트 와 레트로 스타일 차용 으로 정리하였다’ ‘ ’ .

자연 친화적 콘셉트1) 

디지털의 보편화로 삶의 편리성은 얻었으나 모든 것이 가

볍고 빠르게 다루어져 근본의 의미를 상실해가면서 인간의 

삶의 본질과 실존에 대한 추구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 

러한 추세 속에 인간의 본질인 자연으로 회귀하여 잃었던 

자연성을 되찾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여 삶의 균

형과 조화를 이루고 자연과 교감하며 자연으로부터 영감을 

얻기 시작했다(Lim, 2016). 

인간은   자연의 개념을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적이며 인위

적인 것의 반대의 위치에 놓고서 생각하기에 자연은 인간

의 손길이 닿지 않는 본래 그대로의 것을 의미하며 자연으

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회귀 본능은 인간이 가진 본성으로 

간주된다. 자연에서 안식을 얻으려는 현상은 심리적인 만

족감과 여유로움으로 연결되고 현대 사회에서 잊고 살았던 

순수와 깨끗함 정직함, 의 가치를 얻으면서 아날로그의 주

된 특성으로 작용한다(Lee, 2006). 따라서 디지털이 보편화

된 현시대에도 자연에서 영감을 받으며 생활 속에서 자연

Figure� 1.
Samulnori� Performance,� 2010

(http://www.designhouse.co.kr)

Figure� 2.
Patch� of� Sky,� 2014

(http://www.firstviewkorea.com)

Figure� 3.
The� Cashbox,� 2012

(http://m.nextdaily.co.kr)

을 그대로 재현하거나 다양한 이미지를 형성한다.

자연 친화적 콘셉트 는 하이테크놀로지의 기술과 상반되  ‘ ’

는 자연을 융합 또는 혼합하는 기법으로 주로 타 장르와의 

융합을 통해 재구성되어 자연의 새로운 이미지로 표현된

다 자연적 감성의 소환 경향은 자연을 본질적 소재로 쉽. 

게 수용될 수 있는 제품과 영상 전시나 공연 등에서 주로 , 

나타난다. 

그 예로 자연이 음악 공연 영상과 크로스오버  , , 3D

된 디지로그 사물놀이 공연인 의 죽은 (crossover) Figure 1 ‘

나무 꽃 피우기 공연은 악기 소리와 공연자들의 몸짓에 ’ 

반응하는 센서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실시간으로 변하는 

입체 영상을 구현하여 장구 소리의 장단에 따라 무대3D 

에 꽃잎이 휘날리는 장면을 연출하였다 공연의 절정 부분. 

에서는 죽은 나무에 꽃이 피는 장면으로 관객의 오감을 자

극하는 감각적 체험을 제공하는데 이는 첨단기술을 통해 

인공적인 공간에서 자연을 만날 수 있도록 시각적인 효과

를 극대화한 것이다.

에 의해 고안된 는 실시간으로 사  Fabrica ‘Patch of Sky’

용자가 위치한 지점에 있는 하늘의 색을 표현하는 조명이

다(Figure 2). 사용자의 페이스북의 위치에 따라 날씨 정보 

를 수집하여 하늘의 색에 따른 빛을 실시간으로 애니메이

션으로 구현하는 기법으로(“Sky lighting ‘Patch of sky by 

fabrica’”, 2014 사용자가 외부에 나가지 않더라도 실내 ) 

공간에서 하늘의 빛을 마주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자연의 

요소에서 심리적 안정감과 정서를 느끼고자 하는 경향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친화적인 감성을 소구하는 디자

인제품으로 다양하게 구현되고 있다.

아날로그 감성을 제품의 소재에 적용한   포스(POS, point 

인 캐쉬박스 는 기존의 차of sales system) ‘ (The Cashbox)’

가운 금속 자재가 아닌 나무재료로 구성하고 표면부터 내

부 구성품까지 사용자의 요구나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

게 하였다(Figure 3). 감성스토리와 자연요소를 제품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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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도입한 이 제품은 아날로그 소재를 믹스하는 형태인 디

지털 컨버전스 를 넘어 경험을 통한 아날로그(convergence)

적 감성을 원하는 새로운 스마트시대의 진입을 도왔다.

진보한 기술을 통해 자연을 가까이 두고 감성적 충족을   

원하는 소비자의 성향은 자연 친화적 콘셉트를 가진 디지

로그의 유형으로 아날로그가 디지털과 컨버전스 크로스오, 

버되며 재구성되고 있다.

레트로 스타일 차용2) 

과거에 대한 그리움의 감성은 인간의 대표적 감정 중 하나

로(Kim, 2015) 인간은 누구나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으며 그 기억에서 그리움의 성격으로 표현되어, 

지는 것이 향수이다(Son, 2010). 향수의 시간적 대상은 어 

린 시절 또는 예전의 추억과 같은 과거의 시간이고 공간적 

대상은 내가 어릴 적에 살던 고향이나 시골집 등과 같이 

현재와는 다른 특별한 기억을 남긴 공간으로 향수는 아련, 

한 추억으로 늘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회귀 본능을 불

러일으킨다(Son, 2010). 

추억과 향수 그리움 등의 아날로그 정서에 대한 욕구는   , 

레트로 라는 복고풍으로 나타나는데 레트로 스타일 (retro) , ‘

차용 은 과거의 것을 그리워하여 디자인이나 스타일에서 ’

재현 또는 재해석한 디지로그의 한 유형이다 레트로는 . 특

정 과거 한 시대에 대한 지향점을 가지는데(Kim, 2015) 

과거를 지향하는 레트로의 아날로그 정서는 기술을 통해 

과거의 기억이미지를 재현하는 방식으로 구현되고 있다. 

레트로 스타일 차용 방식은 새로운 결합의 형식구조를   

통해 소비자의 감성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도로서 주로 

제품디자인에서 옛것에 대한 향수와 추억이 재해석되어 새

로운 디자인으로 제시된다. 상품은 필요를 만족시키고 경‘ , 

험은 욕구를 만족시킨다 는 말처럼 상품은 필요에 의해 구 .’

Figure� 4.
Classic� TV,� 2013

(http://www.techholic.co.kr)

Figure� 5.
iTypewriter,� 2012

(http://www.zdnet.co.kr)

Figure� 6.
iCooly,� 2010�

(http://www.etnews.com)

입하기도 하지만 내면적 감각을 자극하는 스타일에 호감을

가지고 개인의 경험과 직관으로 선택하기도 한다 사용자. 

가 즉각적이고 감성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이제 형태는 기

능이 아닌 개인의 감성에 따른다.

년대 브라운관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70-80 TV 

전자의 클래식 는 로터리식 채널인 회전식 금속 다LG ‘ TV’

이얼과 나무 무늬를 접목한 고전적인 디자인 요소에 음악, 

사진 영화 재생 뿐 아니라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 최첨, 

단 기술을 적용하여 기술적 편리함과 동시에 정서적 위안

감을 준다(Figure 4).

태블릿 글자 입력을 타자기로 할 수 있도록 아이패드를   

타자기에 꼽아서 사용하는 의 아이타입라이터Figure 5 ‘

는(iTypewriter)’ 디지털 기술에 의해 사라져 과거의 유물 

이 되어버린 타자기의 소환을 통해 타자기를 사용하던 과

거를 회고하게 함으로써 디지털 패러다임 시대에 결핍된 

인간적인 감성을 불러일으킨다.

스마트폰 거치대에 유선전화기의 디자인을 접목한   

의 는 최신 기술의 스마트폰의 통화를 아Figure 6 ‘iCooly’

날로그 방식의 유선전화기인 수화기로 할 수 있게 하여 따 

뜻함과 편안함 순박함의,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향수를 체 

험하게 하는 감성적 디자인 제품이다.

표현�기법적�측면2.�

디지로그는 여러 표현 양식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데 

표현 기법적 측면에서 양식화된 표현 매체를 통해 정보와 

메시지를 전달하며 수용자와 소통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 

례 분석을 통하여 디지로그의 유형을 표현 기법적 측면에

서 크게 ‘인터페이스 방식 과 사용자 기반 창작 기법 스’ ‘ ’, ‘

토리텔링 기법 으로 정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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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방식1) 

사용자가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와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자와 제품 간의 인터페이스‘ 방식 은 ’

(Y. Lee, 2012) 사용자와 제품 간 상호작용을 통해 물리적  

결과와 더불어 아날로그적 욕구와 감성가치를 만족시키기 

위해 활용된다 인터페이스 는 흔히 컴퓨터에서의 . (interface)

아이콘 또는 메뉴를 보여주는 화면과 마우스나 터치스크린

처럼 시스템을 작동시키기 위한 입력도구로 다루어지는데 

시스템 속에서 사용자는 보고 듣고 접촉하며 소통한다

(Kim, 2008). 

영화 버스와 지하철광고 대형 옥외광고 컴퓨터모  , TV, , , 

니터 모바일 등 일상에서 수많은 이미지와 정보가 변형 , 

가능한 디지털 데이터로 환원되어 스크린 인터페이스를 통-

해 전시 전달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뿐 아니라 하나의 , . 

콘텐츠를 스마트폰 스마트 태블릿 등 여러 개의 , TV, , PC 

스크린에서 연속적으로 즐길 수 있는 스크린N (N-Screen) 

시대에(Yoon, 2016) 디지로그의 인터페이스 방식은 디지 

털 매체와 기기의 스크린을 통해 현실과 가상의 공간을 연

결시킨다.

사용자의 모션에 따라 창작이 되는 만화 인터랙툰  , ‘

은 모니터의 센서가 사용자의 움직임을 인식(Interactoon)’

하는 모션 트랙킹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 만화의 배경과 말

풍선을 비롯하여 대사와 음향 효과까지 자동으로 첨부해서 

완성된다(Figure 7)(“Webtoon’s upcoming successor, 

interaction,” 2013) 이는 실제 공간에서의 사용자 움직임. 

이 가상의 이미지로 표현되는 인터페이스의 비주얼적인 반

응의 일종으로, 시각보다 몸으로 체험되는 촉각이 타 감각 

을 적극적으로 매개함으로써 시각적으로 풍성한 경험을 제

공한다(Yoon, 2016).

피트니스 프로그램과 사용자 사이의 상호 작용을 이용하  

여 게임과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고안된 닌텐도사의 위 ‘

Figure� 7.
Interactoon,� 2013

(http://trendinsight.biz)

Figure� 8.
Wii� Fit,� 2008

(http://www.koreatimes.com)

Figure� 9.
Magic�Wall,� 2013

(http://www.hankyung.com)

핏 은 소비자의 직접적 참여를 통해 상호 반응하(Wii Fit)’

는 사례이다 모니터와 무선 리모컨 플래스틱 (Figure 8). , 

밸런스 보드를 통해 신체정보에 따라 가상 캐릭터 등이 제

공되며 사용자의 다이어트 정보 입출력 방식을 통해 사용, 

자와 소통함으로써 현실 공간의 확장을 보여준다.

한편 디지털 미디어 기술의 진보로 이제는 사진이나 그  

래픽을 통한 이미지 전달 방식이 모니터나 공간내의 입체

영상을 통한 동영상 방식으로 변화하여 화면 변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공간 이용자에게 응답하는 방식으로 현실 공간

을 환기시키기도 한다(Kim & Yoo, 2009). 디지털 포스터 

형태인 매직월 은 소비자가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스크린‘ ’

의 광고 이미지가 슬라이딩 모자이크 차원 등의 형태로 , , 3

바뀌면서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주는 증강기술이 접목된 것

이다(Figure 9)(“Surprising screen advertising at CGV, 

magic wall,” 2013).

다른 사용자들과 유기적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교류  

하는 네트워킹이 가능한 이 시대에 소비자들은 현실공간과 

가상공간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폭넓은 체험을 경험한다

(Lee, Kim, Shin, & Woo, 2008). 과거의 인터넷이 공급자

에 의한 일방적인 정보 제공 형태를 띠었다면 지금의 인, 

터넷은 참여와 개방 공유를 본질로 하여 사용자들이 스스, 

로 정보와 콘텐츠를 창조하고 공유하는 형태를 띠는 것이

다(Kim, 2008). 디지털 기반의 인터페이스는 즉시적이며 

다차원적인 감성커뮤니케이션으로의 변화를 이끌고 있으며

(Lee, et al., 2008) 이는 디지로그를 통한 경쟁력 확보와  

차별화로 귀결된다.

사용자 기반 창작 기법2) 

디지털 환경을 인간이 주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사고

는 나를 위해 디지털 패러다임도 존재한다는 주체적 자아

의 사고로서(Son, 소비자는 사용자 기반 창작 기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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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의 디지로그를 통해 주체적 자아를 충족시키는 심리적 ’

만족감을 얻는다. 따라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유형 즉 수동적인 소비자이기를 거부하는 능동적인 생산, 

소비자는 사용자 개인의 입맛에 맞는 창조형 소비행태를  

보여준다(Lee, 2008).

사용자의 글과 그림을 디지털 환경에서 구현하게 하는   

의 스마트패드 는 전용 볼펜으로 손 글씨 아이Figure 10 ‘ ’ , 

디어 스케치 등을 한 후 버튼을 누르면 디지털 파일로 변

환되어 앱에 저장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 소비자

는 제품의 기능과 용도를 체험하고 스토리와 콘텐츠를 스

스로 창조해내며 다른 소비자들 역시 이러한 경험을 함께 

나눔으로써 제품 또는 서비스의 자발적 확산을 유도한다

(Kim, 2017).

소비자의 기호와 소비패턴은 시시각각 변하는데 제품도   

점차 소비자의 입맛에 맞게끔 개인주의화되고 있다 그 예. 

로 은 펜의 뒷부분에 달린 센서로 주변 ‘Scribble Pen’ RGB 

물체의 색을 인식해 사물 본래의 색을 사용하여 색감을 나

타날 수 있도록 하였다(Figure 11) 사용자가 원하는 컬러. 

를 스포이트처럼 빨아들여 다양한 컬러의 표현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표현할 수 있는 종류만 해도 만 가지 이상으. 10

로 포토샵과 호환되기 때문에 그림과 사진 작업에 용이하

다(“Colors-absorbing device, scribble pen,” 2014) 현대. 

의 디지털 환경에서 디자이너는 종이와 물감이 아닌 컴퓨

터의 마우스와 키보드를 이용한 디지털화된 가상의 이미지

를 만들어 내는데(Kim, 2016), 공간적 제약 없이 개방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구현된 이 펜은 사용자의 주체적인 

선택과 체험이 겸하여 개별 가치를 실현시키는 표현의 범

주를 넓혔다.

세계 일주를 테마로 한국 중국 그린란드 등을 탐험하며   , ,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코믹한 감성으로 그려낸 미술쇼인 홀

로그램 드로잉쇼 렛츠고 는 동작인식 음‘ ’ (Motion Sencing), 

Figure� 10.
Smartpad,� 2016

(http://view.asiae.co.kr)

Figure� 11.
Scribble� Pen,� 2014

(http://www.firstviewkorea.com)

Figure� 12.
Drawing� Show,� 2016

(http://www.kinews.net)

성인식 및 실시간 홀로그램 영상합성(Sound Visualization) 

기술을 통해 관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Telepresence) 

공연이다(Figure 12)(“KT, the launch of hologram 

drawing-show at K-live”, 2016) 이는 사람이 직접 자유. 

롭게 동작하는 아날로그적 표현이 디지털 매체에 변환되어 

홀로그램으로 재현되는 것으로 문화 예술 분야에서는 미디, ·

어의 발달로 관객이 문화 생산의 주체로서 직접 참여하여 

완성하는 이러한 예술작품이 늘고 있다.

오늘날 디지털기기들이 점차 감성가치에 따라 사유화  , 

개인화 되면서 자기중심의 소비패턴으로 인해 능동적으로 

표현물 창작이 가능하도록 한 사용자 기반 창작 기법은 유

행과 개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기대에 

부응하는 디지로그 사고의 바탕이다 (Lee, 2008).

스토리텔링 기법3) 

감성이나 감각 경험 등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영역이 중, 

시되면서( 제품에 차별화된 감성적 가치를 부Moon, 2012) 

여하는 스토리텔링 기법 이 부각되고 있다‘ ’ . 

서사 형식의 원형질인 스토리텔링  (storytelling)은 상대방

에게 알리고자 하는 바를 재미있고 생생한 이야기로 설득

력 있게 전달하는 행위로 문화기술과 결합하면서 문학 만, , 

화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 광고 디자인 홈쇼핑 테마파, , , , , , , 

크 스포츠 등의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범주가 확장되고 , 

있다(M. Lee, 2014). 스토리텔링은 차별화된 상품을 만들

어내어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뿐 아니라 스토리

의 배경이 되는 지역이 관광상품으로 개발되고 관련 제품

이나 캐릭터로 또 다른 이익을 창출해내는 등 혁신의 기조

가 되고 있다(Moon, 2012). 특히 디지로그형 스토리텔링

은 인간 본연의 정서에 기반한 몰입과 공감을 디지털 기술

을 통해 이끌어내는 접근 방식으로 주로 광고 분야와 마케

팅 서비스에서 확장되는 추세이다.



68 패션비즈니스�제 권� 호� � � � � � 21 5

Figure� 13.
“Where’s� Wally?”,� 2016

(http://www.hankyung.com)

Figure� 14.
LG� Uplus� Film,� 2016

(http://www.ditoday.com)

Figure� 15.
‘Leap� Second’� Campaign,� 2015

(http://www.ditoday.com)   

현대백화점에서는 마틴 핸드포드 의 월(Martin Handford) ‘

리를 찾아라 시리즈의 둥근 안경에 빨간 (Where’s Wally?)’ 

줄무늬 셔츠를 입고 여행을 즐기는 캐릭터 월리와 그의 친

구들의 캐릭터를 스토리텔링에 활용하였다(Figure 13) 광. 

고판 매장 디스플레이 소셜미디어 등의 프로모션을 , DM, , 

통해 월리 의 스토리가 전개되는 사건 공간으로의 백화점‘ ’

은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콘텐츠로 작용했다.

한국사회의 문화적 특수성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정  

의 개념은 스토리텔링에서 자주 활용되는 요소로( ) , LG 情
유플러스의 사물인터넷 광고 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 ’

삶에 주목하게 한다(Figure 14) 청각 장애인인 어머니의 . 

헌신과 딸의 구화 능력을 현실감 있게 담은 영상은 이해와 

존중 그리고 공공성의 인간의 정서적 기반에 기초하여 잔, 

잔한 단편 영화같이 구성되어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고 

브랜드의 호의적인 반응을 유도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모바일 테크놀로지의 발전은 스마  , 

트폰을 통해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타인과 적극적으

로 소통하고 디지털 공간 내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초연결 . 

디지털 환경에서 브랜드와 기업은 기존의 광고 형식과 틀

을 깨고 고도화된 스토리텔링 기술과 사용자 참여 전략을 

선보이는데 구글 안드로이드 캠페인은 초, ‘Leap Second’ 1

의 순간을 기록하고 공유하라는 이야기를 담아서 짧지만 

의미 있는 초의 순간을 기록하고 전 세계인과 함께 나누1

는 캠페인을 진행했다(Figure 15) 모바일 앱을 활용해 자. 

신의 초를 영상으로 찍고 이를 영상의 스토리와 감정을 1

요약하여 일상 속 작은 순간의 결합과 연결을 통한 정서를 

세계인이 함께 나누도록 하였다(“Hyper-connected digital 

era, collaborate with more powerful individual”, 2015).

오늘날 디지털 기술은 미디어 간 다양한 융합을 이루어   

매체 통합 속에 하나의 스토리를 만드는 새로운 방식이 시

도되고 있다 특히 디지로그의 스토리텔링 기법은 상품과. 

서비스의 정보가 아닌 이야기나 정서 공유를 통해 소비자

의 관여를 높이므로 마케팅과 연결한 소비자의 감성 자극

에 효과적이다. 

현대�패션에�나타난� 디지로그의�특징IV.�

패션분야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활용으로 새로운 환경 가, 

치 감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아날로그 정서에, 기 

반한 혁 신적 감성 표현으로 다양한 제품과 콘텐츠의 디지

로그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현대 패션에 나타난 디지로그의 특징 도출을   

위하여 앞서 분석한 디지로그의 유형에 근거하여 패션제품 

건 패션매장 및 전시 건 패션광고 건 패션마케팅 33 , 21 , 19 , 

관련 건 총 건의 사례분석을 통해 디지로그 패션의 12 , 85

특징을 표현 내용적 측면과 표현 기법적 측면으로 도출하

였다 다층적인 특징이 나타난 경우 우선적으로 두드러지. 

는 특징으로 분류하여 표현 내용적 측면에서의 특징은 하, ‘

이브리드 네이처 패션이미지 와 노스탤지어 패션이미지 로’ ‘ ’ , 

표현 기법적 측면에서의 특징으로는 인터렉티브 기법을 ‘

통한 라이프스타일 커스터마이징 기법을 통한 패션디자’, ‘

인 스토리텔링 기법을 통한 정서 공유 로 도출하였다’, ‘ ’ . 

하이브리드 네이처 패션이미지 와 노스탤지어 패션이미‘ ’ ‘

지 인터렉티브 기법을 통한 라이프스타일 은 패션제품과 ’, ‘ ’

매장 및 전시 광고 등 패션의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났다, . 

커스터마이징 기법을 통한 패션디자인 은 패션제품에서‘ ’ , 

스토리텔링 기법을 통한 정서 공유 는 패션광고와 패션마‘ ’

케팅 관련 영역에서 주로 나타났다.

표현�내용적�측면1.�

하이브리드 네이처 패션이미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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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로그의 자연 친화적 콘셉트 유형은 패션에서 하이브리

드 네이처 패션이미지로 나타나는데 하이브리드 네이처 , ‘

패션이미지 는 인간의 물리적 정보적 정서적 환경적 경’ , , , , 

제적 측면에서 패션디자인에 자연 융합화 현상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하이브리드 의 개념은 . (hybrid) 디지털 환경

의 발전적 변화를 활용하여 기존의 문화적 가치와 결합해 

혁신적이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혼종화의 능동적 과정으

로(Cho & Suh, 2014), 하이브리드한 자연의 표현은 분석 

결과 시각적 연출 기법에 따라 자연 이미지 연출과 자연물 

활용으로 나눌 수 있다 자연 이미지 연출은 직접적인 자. 

연물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여 자연을 복제

하는 형태로 구현되며 자연물 활용은 직접적으로 보여지, 

는 자연의 물질과 간접적으로 보여지는 자연의 비물질적 

물질을 활용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자연의 본질적인 개념과 정적이면서 내면적인 동양 문화  

의 만남으로 표현된 에르메스의 실크 스카프 전시 ‘Colors 

는 일본의 포토그래퍼 히로시 스기모토of Shadow’ (Hiroshi 

의 작품이미지를 프린트하여 제작된 스카프 전시Sugimoto)

이다(Figure 16) 폴라로이드 사진기의 프리즘 구조를 이용. 

하여 아침에 희미하게 밝아오는 빛을 표현한 스기모토 작

품의 자연이미지는 자연의 비물질적 물질인 빛의 현상을 

디지털을 통해 옐로우 레드 그린 블루컬러까지의 다양한 , , , 

색조를 담은 추상적인 형태로 표현되었다.

샤넬의 샤넬 팝업 서울 은 자연주의를 추구하는 시대적   ‘ ’

상황과 현실 도피적인 현대인의 감성이 맞물려 샤넬의 핵

심 제품과 다양한 액티비티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도

심 속의 정원 콘셉트의 매장 공간이다 앱을 통(Figure 17). 

해 퍼즐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매장 내의 퍼즐 조각을 찾아

내는 방식으로 소비자와의 디지털 소통 장치도 갖추었는

데 이런 첨단화된 패션매장과 소통 장치는 , 자연으로 되돌

아가고자 하는 회귀본능의 현대인의 심리와 니즈 파악을 

Figure� 16.
Hermes� ‘Colors� of� Shadow’,� 2012
(http://www.firstviewkorea.com)

Figure� 17.
Chanel� Pop-up� Seoul,� 2016

(http://www.apparelnews.co.kr)

Figure� 18.
Kolon� ‘Digital� Seed�Wall’,� 2014
(http://www.apparelnews.co.kr)

바탕으로 한 것이다.

패션 내 영상예술에서 기술과 감성을 융합하는 혁신적인   

시도로 코오롱의 인스파이러링 저니 소재로 꽃을 피우다‘ : ’

라는 패션전시의 디지털 시드 월 에서‘ (Digital Seed Wall)’

는 미디어를 통해 자연 감성을 추구하였다 코(Figure 18). 

오롱의 디지털 아바타 시드와 관람객들이 만든 아바타 시

드가 디지털 화면에 표현되고 개의 시드가 모여 꽃모양이 5

완성되는 이 작품은 과학기술과 더불어 자연의 질서 속에

서 생성되고 소멸해가는 생명체로서의 인간이 자연과 공

존 공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

자연에서 평안을 찾고 인간 본연의 특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자연주의에 대한 관심으로 자연은 주요한 패션 테마

로 주목받고 있으며 디지로그의 하이브리드 네이처 패션, 

이미지는 광고 제품 전시 등의 영역에서 상호결합, , VMD, 

되어 새로운 형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노스탤지어 패션이미지2) 

과거에 대한 그리움과 지난날의 향수를 콘셉트로 한 오늘

날의 패션 트렌드는 과학과 산업이 고도로 발달하게 되면

서 발생되는 비인간적 비자연적 사건들에 대한 반성에서 , 

기인한다 년대 거리 풍경의 촌티광고 리메이크 대중가. 60 , 

요 년대의 교복시대의 영화 등에서 활용되는 아날로그 , 70

문화에 대한 향수는(Kim, 2002) 지나간 한순간의 과거를 

현재로 복귀시킴으로써 개인적인 주관성이라는 감정의 재

생을 목적으로 한다. 

옛것을 그리워하는 인간 내면의 정신세계는 현대 패션에  

서 과거를 회고하고 회상하는 ‘노스탤지어 패션(nostalgia) 

이미지 로’ 나타나는데 이는 소비자의 정서적 공감대를 자 

아내고 감성적 문화매개물로써 과거의 양식을 절충한 현대

적 재해석으로 표현되고 있다. 노스탤지어 패션이미지는 

주로 과거에 존재한 모티프를 가져오는 직접적인 방법 과, 



70 패션비즈니스�제 권� 호� � � � � � 21 5

거의 시간과 공간 이미지를 담은 오브제 또는 과거에서 영

감 받은 모티프를 활용한 간접적인 표현 방식으로 나타났

다.

고전적인 종이 잡지에 대한 향수와 디지털의 편리함과   

활용성을 접목함으로써 아날로그의 종이 잡지형식을 디지

털 전자기기의 외형으로 끌어들인 ‘써어스데이아일랜드(TI)

의 브랜드 스토리북 은’ 최고의 다운로드를 기록한 의  KT

올레 디지털 매거진 내에 패션 브랜드 최초로 바자 코스, 

모폴리탄 에스콰이어 등 다양한 패션잡지와 함께 입점했, 

었다(Figure 19)(“Olleh-magazine to publish ‘TI’ story 

book,” 2012).

겐조 의 패션필름 는 년도 영  (KENZO) ‘Here Now’ 1997

화 를 소재로 하여 당시의 시대를 연상시키는 ‘Nowhere’

콘셉트로 제작되었다(Figure 20) 영화에서 묘사된 십대시. 

절의 캐릭터를 겐조의 스타일로 재해석하였는데 과거에 대

한 그리움 향수와 같은 내적 감성을 이끌어내고 효과적으, 

로 스타일의 이미지를 전달하였다.

전통과 고전적인 방식의 과거 꾸뛰르 기술은 대량생산   

시스템의 오늘날의 패션업계에게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채

택하기 쉽지 않은 동경의 방식이다 메트로폴리탄에서 전 . 

시된 샤넬의 꾸뛰르 컬렉션의 전시 3D ‘Manus×Machina 

에서는 전통적인 샤: Fashion in an Age of Technology’

넬 꾸뛰르 기술과 첨단 디지털 기술의 융합을 통해 표현되

었는데 오늘날의 패션이 고도의 기술력을 갖춘 기술의 진 

보 속에서도 전통과 고전적인 방식을 지향함을 보여주었다

(Figure 21).

감성과 정서의 표현으로 과거를 회고하는   노스탤지어 패

션이미지 활용은 단순히 과거의 스타일이나 기술의 모방이  

아닌 소비자의 감성을 염두에 둔 새로운 창조 개념의 디지

로그를 보여준다.

Figure� 19.
TI�Magazine,� 2012�

(http://www.apparelnews.co.kr)

Figure� 20.
Kenzo� Film,� 2015

(http://www.firstviewkorea.com)

Figure� 21.
Chanel� ‘Manus×Machina’,� 2016

(http://www.vogue.co.kr)

표현�기법적�측면2.�

인터렉티브 기법을 통한 라이프스타일 1) 

현대 패션에서 소비자와 공급자의 관계 혹은 착용자와 패, 

션 브랜드의 관계가 기존의 일방적인 관계성을 벗어나 상

호 소통 방식으로 바뀌면서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패션 정

보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디지. 

털을 통한 소비자의 참여와 전달로 패션정보를 공유하거나 

반응하며 상호작용을 이루는 인터렉티브 기법‘ (interactive) 

을 통한 라이프스타일 이 디지로그 패션의 특징으로 나타’

나고 있다 디지로그 패션의 인터렉티브 기법을 통한 라이. 

프스타일은 크게 패션매장 내 제품 인터넷 기반 VMD, , 

서비스 유형으로서 주로 소비자가 공간에서 체험이 가능한 

방식과 소비자의 직접 착용과 사용을 통한 방식으로 나타

났다.

기기가 부착된 패션 아이템을 통해 인터렉티브한 체험을   

제공하는 사례로  E 의 이라는 자켓이 있다lectricfoxy 'Zip'

(Figure 22). 이 자켓은 옷을 통해 음악을 통제할 수 있도 

록 고안되었는데 을 이용하여 제스쳐만으로 음악eTextiles

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퍼를 올리는 행동으로 볼륨을 

높이고 지퍼를 풀면 음악이 끊기고 다시 지퍼를 잠그면 , 

새 노래가 재생된다 디지털 디바이스가 의류에 접목되어 . 

착장자의 동작으로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여 의복과 인간

의 상호작용으로 재미적 요소와 가치를 더한다.

패션 브랜드가 제공하는 앱을 이용하여 사이버상의 개방  

된 공간에서 사용자간 상호소통하고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 욕구를 반영한 웹 기반의 서비스로(Bang, 2007) 뉴발

란스 의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New Balance)

앱‘MyNB’ 이 있다(Figure 23) 모바일 멤버십 관리 기능. 

과 이 이외에 스포츠 운동화 브랜드답게 실시간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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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Electricfoxy� ‘Zip’,� 2011
(http://www.firstview

korea.com)

Figure� 23.
‘MyNB’� App,� 2016

(http://www.fashionbiz.co.kr)

Figure� 24.
FaceCake� ‘Swivel� VMD’,� 2013

(http://www.firstviewkorea.com)

Figure� 25.
Burberry� Interactive� AD,� 2010

(http://www.firstviewkorea.com)

자의 운동을 기록하고 웹상에서 운동사진을 공유하거나 운

동기록을 포인트로 교환하고 운동강좌도 신청하면서 브랜

드와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의 사례이다 패. 

션 브랜드의 모바일을 통한 콘텐츠 공유 앱 방식은 소비자

의 참여도를 높여 디지털 감성을 충족시키며 시각을 넘어 , 

다중감각을 통해 경험되는 이러한 인터페이스는 인간의 감

각을 증강하여 스펙터클한 경험을 제공하는 신체의 확장을 

실현한다(Yoon, 2016).

감성적 체험을 할 수 있는 매장의 디지털 환경 속에서   

소비자와 상품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인터렉티브 

는 패션산업에 있어 중요한 홍보와 소통의 창구로 확VMD

대되고 있다. 소비자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파악하여 상품

진열 디스플레이에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는 세'FaceCake'

계 최초로 새로운 형식의 가상 피팅룸을 제시했다(Figure 

24). 소비자가 매장 내 패션제품들을 큐레이팅하고 매칭할  

수 있는 디지털 시스템은 이용자의 정보를 통해 매장 내 

제품을 추천해 줌으로써 소비자들의 참여를 증대시키며 시

각과 청각을 통해 감성을 자극한다 이는 일종의 가. 상공간

의 리테일 샵 으로 소비자의 특성과 관계 개(retail shop) , , 

별적인 욕구를 이해하고 상호소통 할 수 있도록 상품을 쉽

게 보고 고를 수 있게 하는 인터페이스 기법으로 재현되고 

있다(Kim & Yoo, 2009).

소비자가 주체가 되어 실제로 참여한다는 느낌을 받게   

해주는 쌍방향 개념의 인터렉티브 효과는 패션광고에도 나

타났다 버버리 온라인 광고 는 소비자가 직접 . ‘ (Burberry) ’

도 자유자재로 움직여가며 볼 수 있도록 개의 이미180 14

지와 개의 인터렉티브 비디오로 구성되어 있는데 화면 속 6

제품들이나 모델들은 사용자의 마우스 움직임에 따라 반응

한다(Figure 25)(“Burberry, the debut of interactive 

advertising,” 2010) 이는 가상현실과 달리 완전히 스크린. , 

공간 안으로 들어간 상태가 아니라 스크린의 경계에서 또

는 인터페이스 자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체험

의 과정으로(Yoon, 2016) 버버리는 이 광고를 통해 브랜, 

드의 전통과 동시에 창의성과 디지털 혁신을 보여주었다. 

인터렉티브 광고는 상품과 소비자 간의 상호작용으로 상호

간의 관계를 극대화시키며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하고 

그에 따른 관계적인 체험을 유도한다. 

커스터마이징 기법을 통한 패션디자인 2) 

제품이 제공하는 가치나 개인의 취향 제품의 사용을 통해 , 

얻게 되는 총체적인 경험을 중시하는 소비자의 니즈는 새

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브랜드의 전략으로 요구되고 있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소비자들은 제품디자인 생산 판매에 , ,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Lim, 

2010) 시장의 권력은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즉 기업에서 소비자에게로 넘어가게 되었고 디지털 환경, , 

이 가속화되면서 소비자는 다양한 경로로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되었다.

가격과 품질이 상품구매의 주요 요소였던 과거와 달리   

자신의 취향과 감성을 충족하는 제품에 가치를 두면서 자

신만의 물건을 소유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로 퍼스널 

디자인을 위한 커스터마이징 의 개념이 도입되(customizing)

었다 소비자는 능동적으로 커스터마이징하는 제품 창작에 .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감성가치를 부여하고 즐거움을 얻는

다.

  ‘커스터마이징 기법을 통한 패션디자인 은’ 사용자가 기호 

에 맞춰 디자인을 설정하거나 변경하고 생산자들이 그 요

구에 따라 제품을 만들어주는 맞춤 제작 서비스를 뜻한다

(Park, 2014). 커스터마이징 기법을 통한 패션디자인은  소

비자가 주체가 되어 디지털 기술을 통해 패션디자인 과정



72 패션비즈니스�제 권� 호� � � � � � 21 5

Figure� 26.
Adidas� App� for� the� ZX� Flux,� 2014

(http://www.firstviewkorea.com)

Figure� 27.
Shift,� Concept� Sneakers,� 2015

(http://www.firstviewkorea.com)

Figure� 28.
GPA� ‘Media� T-shirt,� 2009

(http://www.fashionbiz.co.kr)

에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취향을 반영하는 크리슈머

고객에게서 주로 나타나며 소비자의 가치와 스(cresumer) , 

토리를 담은 콘텐츠를 발전시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커스

터마이징 기법을 통한 디자인 방식은 주로 소비자의 취향

과 스토리 반영이 가능한 패션제품 디자인에서 나타난다.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는 소비자의 맞춤형 신발을 만들   

수 있는 제품을 선보였는데 아디다스의 전용 앱‘ (Photo 

을 이용해서 아디다스 Print App for the ZX Flux)’ ZX 

모델에 고객이 원하는 사진을 삽입하면 소비자의 취향이 

반영된 디자인의 신발이 완성된다(Figure 26) 소비자가 단. 

순히 제공되는 제품을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입장이었던 과

거와는 달리 소비자가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능동적으, 

로 창조한 이 제품은 디지로그 시대의 디지털 기술과 소비

자의 참여로 가능한 것이다 비슷한 사례로 화학상변화섬. 

유 와 형상기억메타물질(Phase Change Fiber) (Shape 

을 이용하여 신발의 문양과 컬러Memory Meta Material) , 

레이아웃을 소비자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바꿀 수 있는 

콘셉트 스니커즈 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과 호환이 ‘Shift, ’

가능하여 자신의 취향에 따라 모바일로 완성시킬 수 있다

(Figure 27)(“Smart sneakers of various designs, shift,” 

2015). 

캐주얼 브랜드 지피에이 는 티셔츠는 미디어다 라  ‘ (GPA)’ ‘ ’

는 명제 아래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캐주얼 시장의 소비자

에게 디자인 개발에 참여하게 한 바 있다(Figure 28) 티셔. 

츠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웹상으로 콘텐츠를 선택

할 수 있는데 콘텐츠는 클립아트부터 엔터테인먼트 캐릭, 

터 개인이미지 연극 및 영화 포스터 등의 다양한 카테고, , 

리를 둠으로써 선택의 폭을 넓혔다 색상 및 디자인 요소. 

와 사이즈를 고르고 완성된 디자인은 하나의 상품으로 등

록되어 다른 소비자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디. 

자인 특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개발한 소비자에 대한, 

소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끼리 개방적인 소

통 창구도 마련하였다(“GPA attract cresumers,” 2009).

인간은 누구나 창조를 향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그 창  

조를 통하여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본능을 갖고 있다. 

이러한 본능 때문에 인간은 예술행위를 통하여 창작욕을 

발산하고 이러한 창작행위 외에도 끊임없이 무언가를 만, 

들어낸다 패션제품의 모듈화로 인해 가능해진 커스터마이. 

징을 통하여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하는 제품에 개입하고 

창조에 참여함으로써 창작욕을 충족함과 동시에 제품 안에

서 주도권을 취하는 쾌감을 얻을 수 있다(Park, 2014).

커스터마이징 기법을 통한 디자인  은 새로운 제품 생산 

기법으로 패션시장에서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데 차별화된 

제품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창작 경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

써 패션산업의 새로운 대안으로 인식된다 커스터마이징 . 

디자인에서는 남과 다른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인이 발

생하고 결과적으로 나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만족도를 향

상시키게 된다(H. Lee, 2006). 이러한 소비 패러다임은 제

품의 본질적 가치를 넘어서 사용자의 감성적 가치를 중시

하는 제품 개발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스토리텔링 기법을 통한 정서 공유3) 

패션 정보의 공유로 상품의 유행 스타일이나 소재에 따른 

브랜드의 차별화가 과거에 비해 두드러지지 않는 이 시점

에 소비자는 제품의 품질이나 기능 상품의 서비스 외에 , 

무형적 가치에 집중하면서 패션 브랜드와 정서를 공유하는 

특성을 보인다 다양한 테크놀로지 형식 매체의 통합과 융. 

합으로 소비자가 브랜드와 정서를 공유하는 방식이 확장, 

다양화되는 추세이며 브랜드를 통해 정서적 공유를 얻고자 

하는 소비자의 감성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브랜드는 스

토리텔링을 통해 차별화된 전략을 도모한다 브랜드에 있. 

어서 스토리는 소비자들이 제품을 이해하고 호감을 갖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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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9.
Blackyak� Film,� 2016

(http://www.fashionbiz.co.kr)

Figure� 30.
GucciGram,� 2016

(http://www.fashionseoul.com)

Figure� 31.
SIvillage� Online� Talk-show,� 2016
(http://www.apparelnews.co.kr)

하는 감성적인 설득의 힘이다(H. Kim, 2007).

디지로그 패션의 스토리텔링 기법을 통한 정서 공유 방  ‘ ’ 

식은 광고 영상 뿐 아니라 홍보를 위한 예술 전시나 다방

향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인터넷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

해 브랜드가 담고 있는 스토리를 전달하는 방식인 간접적 

소통 브랜드의 디지털 환경 내에서 스토리를 전달하는 직, 

접적 소통 방식이 있다.

포토에세이로 디지털 화보를 만든 블랙야크 의 여름 광  ‘ ’

고 캠페인 필름은 브랜드가 생산한 문화 콘텐츠를 다양한 

온라인 채널들로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트랜스 미디어 스토

리텔링을 전개했다(Figure 29) 디지털 플랫폼인 인스타그. 

램을 통해 포토에세이를 전개하여 스냅챗과 같은 영상이미

지로 시각화한 이 광고는 브랜드의 스토리텔링 방식의 범

위와 영역이 디지털 환경을 통해 소비자와 가까운 관계성

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찌 는 디지털 플랫폼 구찌그램 을   (Gucci) ‘ (GucciGram)’

통해 다방면으로 활동하는 예술가들의 고유 아이콘을 활용

해 제품을 만들고 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버추얼 커뮤니티

를 형성하는 프로젝트를 선보였다(virtual community)

구찌의 로고와 문양인 구찌 블룸과 구찌 칼레(Figure 30). 

이도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을 통해(Gucci, second digital 

project ‘GucciGram’,” 2016) 브랜드의 정체성을 아시아 , 

예술가들이 표현한 동양적인 특유의 에스닉한 양식을 통해 

아시아 지역 고객과 정서적 교감을 시도하였다 이처럼 브. 

랜드의 스토리 전달은 초연결 디지털 환경에서 다양해진 

방식으로 소비자들과 소통하며 참여 욕구를 만들어내고 있

다.

아날로그 정서는 같은 문화권과 환경에서 더 많이 교감  

할 수 있기에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이 점을 감안하여 빌‘SI

리지닷컴 을 통해 남성 소비자를 타깃으로 온라인 토크쇼’

를 진행하였다 온라인 패션시장의 주요 소비자(Figure 31). 

로 부상한 대 남성 고객의 관심을 끌기 위해 시도한 콘40

텐츠로서 나만의 클래식 을 주제로 남자의 패션에 대해 이‘ ’

야기를 나누었다(“Shinsegae international, online talk- 

show at their shopping mall,” 2016). 이같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나누는 소통 방식이 공간적 제약 없이 진화되고 있

는데 이러한 패션 브랜드의 온라인 토크쇼는 시대적 요구

사항이 내재된 사회 흐름 및 반응으로 해석된다(Lee, 

2006). 

브랜드와 관련해 떠오르는 모든 기억과 이미지를 브랜드   

연상과 연결된 총체적인 시각 기호와 미학적인 상징성을 

구축하는 스토리를 통해 브랜드의 가치를 감성적으로 각인

시킬 수 있다(Lee, 2014). 디지로그 시대의 사회 문화적 코·

드를 반영한 패션 브랜드의 정서 공유 시도들은 인간 내면

의 정서적 측면을 바탕으로 브랜드 스토리와 소비자들의 

태도를 연결시켜서 진화하는 감성소비에 적합한 새로운 대

응 전략이다.

결론V.�

차가운 디지털 기술과 아날로그 감성의 융합은 디지로그

형태로 나타나 인간의 감성을 이해하는 접근 방(DigiLog) 

식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에 패션 기업들은 소비자의 감, 

성 자극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디지로그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전략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패션과 테크놀로. 

지의 융합을 통해 감성적 구현이 두드러지는 현대 패션에 

나타난 디지로그의 특징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

이다.

현대사회에 나타난 디지로그의 유형은 표현 내용적 측면  

으로는 첫째 자연에 순응하며 조화되는 기법으로 자연의 , 

시각적 연출을 극대화한 자연 친화적 콘셉트 둘째 복고‘ ’, , 

풍 디자인 재현 또는 재해석 방식으로 추억을 소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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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트로 스타일 차용 으로 도출되었다 표현 기법적 측면으‘ ’ . 

로는 첫째 사용자와 시스템의 인터렉션을 통한 상호 간의 , 

소통과 가상과 현실이 혼재되는 형식인 인터페이스 방식‘ ’, 

둘째 사용자 주체적 물질적 표현이 비물질적 영역으로 창, 

조물이 완성되는 사용자 기반 창작 기법 셋째 이야기가 ‘ ’, , 

있는 영상 또는 캐릭터를 통해 설득이 가능한 스토리텔링 ‘

기법 으로 도출되었다’ .

디지로그 유형에 따른 현대패션에 나타난 디지로그의 특  

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이브리드 네이처 패션이미지 는 자연으로 되돌  , ‘ ’

아가고자 하는 본능적인 회귀심리에 바탕을 두고 첨단기술

을 활용하여 새롭게 자연을 재해석함으로써 패션의 표현 

범주를 확장시키고 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자연의 형태. 

를 구현한 자연 이미지 연출은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자연

의 물질과 간접적으로 보여지는 자연의 비물질적 물질을 

활용하는 자연물 활용 형태로 나타나며 주로 광고 제품, , 

전시 등에서 표현되고 있다VMD, .

둘째 과거 회귀적 패션 형태로 나타나는 노스탤지어 패  , ‘

션이미지 는 복고적 경향의 단순한 유행보다는 사회적 흐’

름으로 이해하는 하나의 코드로서 주로 과거에 존재한 것

을 가져오는 직접적인 방법과 과거의 시간과 공간 이미지

를 담은 오브제 또는 과거에서 영감 받은 모티브를 활용한 

간접적인 표현 방식으로 패션광고와 전시 등에서 나타났

다. 

셋째 디지로그 패션의 인터렉티브 기법을 통한 라이프  , ‘

스타일 은 소비자와의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콘텐츠를 ’

유통하고 소비하는 관계적인 체험을 유도한다 패션매장 . 

제품 인터넷 기반 서비스 유형에서 주로 보여지며VMD, , , 

소비자가 공간에서 체험이 가능한 방식과 소비자의 직접적

인 착용과 사용을 통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넷째 소비자가 제품 디자인 작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  , 

는 커스터마이징 기법을 통한 패션디자인 은 퍼스널 디자‘ ’

인을 원하는 소비자의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사용자가 취

향에 맞게 제품을 창조할 수 있다 이는 물리적 공간과 가. 

상적 공간의 경계를 지우고 동시편재성을 실현함으로써

(Yoon, 2016) 가상공간으로의 이동성을 보이며 주로 소비 , 

자의 취향과 스토리 반영이 가능한 제품 디자인과 인터넷

을 기반으로 한 광고나 서비스 유형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브랜드의 스토리는 브랜드의 무형적 가치를 높  , 

이고 소비자와의 정서 공유를 통한 감성자극에 효과적이므

로 디지로그 패션의 스토리텔링 기법을 통한 정서 공유 는 ‘ ’

소비자의 내적 가치와 미학적 욕구를 충족시킨다 패션 광. 

고 홍보를 위한 예술 전시나 다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이 가, 

능한 인터넷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브랜드가 담고 있는 

스토리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방식과 브랜드가 제공하는 

디지털 환경 내에서 스토리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소통 

방식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디지로그 패션은 아날로그 정서를 기반  

으로 한 디지털 기술을 통해 새로운 패션 문화 환경을 만

들고 패션 영역의 표현과 서비스 확장을 이루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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