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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 가상공간의 미학 특성, , 

물질적 공간 상상적 공간, 

―
이 과제는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

사업 년 에 의하여 연구되었음(2 )

With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using computers in 

the Fourth Industrial Age, the virtual space created by virtual reality experiences 

boosted by the power of artificial intelligence, provides a new experience for 

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new aesthetics that the fashion 

industry provides to users in virtual space created by virtual reality technology. 

This research method is based on theoretical research on virtual reality 

technology and virtual space and constructs a research model applied to this 

research. The scope of this study is the application of virtual reality technology 

to fashion shows, fashion exhibitions, and fashion design apps on the website 

of professional virtual reality technology and fashion for the last five years from 

2014 to 2019, which actively merged virtual reality technology with modern 

fashion. We will analyze the cases one by on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shows that the constructed virtual space of modern 

fashion using virtual reality technology creates three kinds of physical space, 

perceptual space, and imaginary space based on the commutative theory of 

virtual space formed by Swedish scholar J. Widestr m. Second, virtual reality ö
technology applied to fashion shows, fashion exhibitions, and fashion design 

apps is characterized by four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presence, perceptual 

expansion, interactivity, and immersion in physical space, perception space, and 

imagination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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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근대사회는 공간보다는 시간을 우위에 두는 사회였다 인간. 

은 시간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합리적 실천에 의해 진보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선형적 시간관이 근대의 지배적인 패러다

임이었다 반면 자연적인 공간은 시간과는 달린 인간이 변화. 

시키고 정복해야 하는 대상이었다 그러(Noh & Lee, 2017). 

나 디지털 환경이 주도하는 오늘날은 정보화 사회로 따라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서로 공존하는 가상공간이 증강하

였다 따라서 기술의 진보와 공간의 개념의 변혁으로 가상. , 

공간에서 오브제와 환경의 정체성의 통합에 의해 형성된 새

로운 미적 의식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가상현실은 컴퓨터가 만든 가상환경 내에서 사용자의 감  

각 정보를 확장 공유함으로써 현실 세계에서 경험하기 어려·

운 상황을 실감 나게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가상(Telecommunication Technology Association, 2018). 

현실은 패션의 여러 분야에 활용하고 새로운 모습을 주고 

있다 패션 업체는 이러한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가상현. 

실 앱 가상현실 미러 및 시뮬레이션된 쇼핑 소비자, (mirrors) (

가 가상의 가상 제품을 사용해 볼 수 있는 기술 을 개발하)

고 있다 마찬가지로 디자이너들은 패션과 기술의 경계를 . , 

허물어뜨릴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 서두르고 있고 브랜드

는 가상현실 기술로 소비자 개인 경험을 업데이트하는 혁신

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 즉 현대패션에 등장하여 새로운 트. 

렌드로 부각되고 있는 가상현실을 활용한 현대패션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으로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최근에 가상현실과 현대패션을 찾아보면 이미 디올 탑샵  , , 

그리고 발렌시아가와 같은 주력 브랜드들은 가상현실을 자

신들의 비즈니스의 적극적으로 응용하고 있다(Awane, 

현대패션에 적용된 가상현실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2016). 

펴보면 두 단계로 나누었다 첫째 과 . , Kim(2003) Kim and 

의 환상적인 패션의 디자인에서부터 패션 제작과 Oh(2004)

판매에 이르기까지 가상현실 기술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

지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둘째 가상현실 기술이 크게 발전, , 

된 이 시대에는 (Yang & Lee, 2018; Yang & Lee, 2019)

의 가상현실 기술을 패션디자인에 활용한 가능성을 탐구하

기 위해 가상현실 기반 스케치 툴의 사례를 분석하여 유형

화하고 그 특성을 체계화해 연구하였다 즉 현대패션에 패션. 

마케팅과 패션디자인에서만 진행되어 미학적 측면에서의 접

근도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몰입도가 높은 가상공간에 . 

체험하거나 가상공간을 활용한 패션디자인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현대패션에 가상현실 기술을 사용하여 공간적으로 , 

나타난 미적 특성을 논의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가상현실 . 

기술을 사용한 현대패션은 새로운 가상공간을 창출하고 인

간에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로서 가상현실 기술   , 

관련 국내외 발행된 단행본 석 박사논문 학술지 학술대회 , / , , 

발표 기사 뉴스 등의 자료를 문헌연구를 하고 가상현실 기, , 

술유형에 따라 파노라마형 가상현실 기술에 적용된 패션쇼, 

몰입형 가상현실 기술에 적용된 패션전시와 가상현실 기술

을 활용한 패션디자인 앱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기사와 개

발자 관련 인터뷰를 참고하여 사례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 

대상은 년부터 년까지 최근 년간에 급속하게 발2014 2019 5

전된 가상현실 기술을 사용한 현대패션이 패션 제작을 제외

한 패션 콘텐츠로서 가상현실과 패션의 전문 웹사이트를 고, 

찰하여 패션 관점에 본 오프라인의 배경을 바탕으로 선정한 

패션쇼와 패션전시 온라인의 배경에서는 패션디자인 앱 이 , 

세 가지로 사례를 연구하였다. 

연구내용은 첫째 가상현실 기술의 개념 및 유형 가상현  , , 

실 기술을 통해 나타난 가상공간과 가상현실을 사용한 현대 

아트와 패션 등 연구논의를 위한 이론적 배경에 대해 고찰

하고 둘째 이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적용된 연구, , 

모델을 구축하며 셋째 가상현실 기술을 응용한 패션쇼 패, , , 

션전시 패션디자인 앱으로 사례를 알아보고 넷째 이론적 , , , 

배경과 대상 분석을 토대로 현대패션에서는 가상현실 기술

을 사용하여 공간적 미학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 

의 결과는 가상현실 매체로서 현대패션에 나타난 가상공간

이 지닌 미적 특성과 현시점에서의 적용 현황에 대한 이해

를 돕다 추후 가상현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공간적 미학 , 

특성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론적�배경.�Ⅱ

본 장에서는 가상현실 개념과 유형 가상현실 기술 구축된 , 

공간 개념의 고찰을 바탕으로 현대 아트와 패션에 융합된 

가상현실 기술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가상현실 기술이 융, 

합한 현대패션의 가상공간 구축하고자 한다.

가상현실의�개념1.�

가상현실이란 실제 현실의 특정한 환경 상황 또는 가상의 , , 

시나리오를 컴퓨터 모델링을 통해 구축하고 이러한 가상환

경에서 사용자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 및 관

련 기술이다(Zeltzer,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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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 구현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는 차원 공간성  3 , 

실시간 상호작용 그리고 몰입성이다 각 요소 구현을 위해, . 

서는 컴퓨터 그래픽 기술 네트워크 통신 기술 그리고 투고, , 

형 디스플레이 등 오감을 (Head Mounted Display, HMD) 

자극하는 다수의 입출력 장치들이 필요하며 이러한 것들을 , 

위한 기술 개발에 의해 가상현실이 확립되고 발전할 수 있

다 궁극적인 이것은 최종 형식에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 

수준으로 이어졌다.

첫째 지각의 기본 수준은 가상현실을 탐구하는 대부분의   , 

학교들이 현재 일하고 있는 곳이다 대부분은 물류 경제. , , 

그리고 기술의 가용성에 기인한다 본질적으로 이 수준은 . 

의 이미지를 가상 경험의 범위로서 사용하는 것을 말360°

한다 단지 그 경험이 책략 이상의 것이 되기 위해 잘 고려. 

된 교육학으로 뒷받침되고 틀을 짜는 것이 필수적이다 둘. 

째 시뮬레이션이다 인식 위의 단계는 의 비디오와 , . 360°

의 콘텐츠와 함께 오디오를 활용하는 간단한 경험을 360°

보는 것이다 또한 훌륭한 교육학을 가진 경험의 기초에 관. 

한 동일한 규칙이 적용된다 셋째 상호작용은 사용자 기술. , , , 

공간의 상호 영향을 주는 개념으로 정의되었다 이 수준은 . 

아래 단계의 단순하고 덜 자율적인 경험과 진정으로 몰입할 

수 있는 경험 사이의 다리를 형성한다 사용자는 여기에서 . 

어느 정도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점을 . 

사용하여 경험을 탐색하고 다른 카메POV(Point of View) 

라 촬영기법 인칭 시점으로 시청자가 직접 눈으로 보는 것 1

같은 시각적 효과를 내는 방식으로 영역에 도달하기 위해 

인터페이스를 클릭할 수 있다 넷째 몰입이 때로는 프레젠. , ‘

스 라고도 한다 이것은 가상현실의 진정한 몰입의 (presence)’ . 

정점이며 현재 학교에서 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간단, 

한 헤드셋을 사용하여 이룰 수 없다 기본적으로 몰입 수준. 

은 사용자가 완전한 자율성을 얻고 가상공간 내에서 선택하

고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곳이다 여러 가지 감각들이 관. 

여하고 있으며 감정적인 반응이 가능하다(Virtual iteach, 

가상현실 기술의 체험 과정은 과 같다2017). Figure 1 . 

Perception Stimulation Interaction Immersion

Figure� 1.� Depths� of� Virtual� Reality   

가상현실 특징은 사용자의 시야각 전체를 가상 영상으로 채

울 수 있는 가상현실 체험을 위해 사용자가 머리에 장착하

는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로 외부와 차단한 후 사용자의 시각

에 가상세계를 보여주는 역할을 한 투고형 디스플레이를 주

로 활용하며 이외에도 프로젝션 기술을 활용한 , CAVE 

가 있다 가상현실 (Cave Automatic Virtual Environment) . 

속 몰입감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자율성 다양한 (autonomy, 

이벤트와 자극에 자율적으로 반응할 수 있음 상호작용), 

가상현실에서의 객체 또는 환경과 상호작용할 (interaction, 

수 있음 현존감 다감각 자극 경험을 제공 이 중), (presence, )

요하다.

가상현실의�유형2.�

미리 프로그래밍 한 창작 공간에 특수 기기를 착용하고 들

어가 펼치는 경험을 뜻한 가상현실은 사용자가 느끼는 방식

으로 감각을 표현하기 위해 실제로 있는 것 같은 가상환경, 

을 만드는 것이다 가상현실은 사용자 몰입정도에 따라 몰입. 

형 가상현실과 반 몰입형 가상현실로 분류된다 따라서 본 . 

연구는 가상현실 영상과 몰입형 가상현실로 나누어서 360° 

설명하고자 한다.

가상현실 비디오로 알려진 가상현실 영상을   360° 360°

통해 다른 곳에서도 또는 로 여러분 주변의 모든 것2D 3D

을 볼 수 있어 원시 가상현실 데이터는 가 될 수 있2D, 3D

다 최대 해상도의 초고화질 비디오를 제작하는 여러 . 2160p 

개의 광각 카메라가 장착된 단일 장치가 있다 이것은 . 

가상현실 영상을 생으로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360° 360°

다 는 이 비디오를 보는 데 사용된다. HMD 360° .

그림에서 라이브 캡처 장치는 도 비디오카메  Figure 2 360 

라로 라이브 스티칭 시스템에 출력을 제공한다, (stitching) . 

의 다이어그램은 라이브 프로덕션 및 포스트 프로Figure 2

덕션을 보여주었다 라이브 프로덕션은 게시하는 동안 컨텐. 

츠가 라이브 상태임을 의미하며 포스트 프로덕션이란 콘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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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360°� Degree� Video� Delivery

츠가 이미 서버에 저장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콘텐츠의 실시. 

간 트랜스 코딩을 위해 라이브 프로덕션을 진행하고 파일 

트랜스 코딩을 위해 포스트 프로덕션을 진행하고 있다 시간 . 

이동 기능을 수행하는 이 스트리밍 비디오 서버는 가상현실 

내용을 패키지하고 호스팅 할 수 있다 다음에 . 

로 서로 다른 내용을 가지CDN(Content Deliver Network)

고 있는 에지 서버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로 보여준다HMD

(Ujjwal, 2018). 

몰입형 가상현실 은 사용자들  (Immersion Virtual Reality)

의 현실 환경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대체하여 사용자가 불

신감을 잠재우고 창조된 환경에 완전히 관여할 수 있는 인

위적인 환경을 보여주는 것이다 몰입도는 보통 최소한 몰입. 

에서 완전한 몰입까지 척도나 연속체를 따라 고려된다 일반. 

적으로 사용자 참여는 개인 차이에 따라 어느 정도 다르지

만 그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부적절하게 몰입할 수 있는 . 

환경은 사용자를 참여시키지 않을 것이며 반면에 현실 세계, 

를 완전히 복제하는 환경은 예측 불가능한 심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험의 몰입도를 높이는 가상환경의 요소는 . 

다음과 같다(Rouse, 2016). 

첫째 환경의 연속성이다 사용자는 모든 방향으로 둘러볼   , . 

수 있어야 하며 환경의 연속성을 가져야 한다 둘째 인간 . , 

시각에 대한 준수이다 시각적 내용은 인간이 자신의 환경을 .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요소들에 부합해야 하며 예를 들어 , 

멀리 있는 물체는 그 크기와 사용자와의 거리를 이해하는 

데 적합하게 사이즈가 맞춰져 있어야 한다 운동 시차. 

는 사용자의 관점이 변화함에 따라 물체에 (motion paralax)

대한 사용자의 관점이 적절하게 변화하도록 보장한다 셋째. , 

이동의 자유성이다 사용자가 환경의 테두리 안에서 정상적. 

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 용량은 실 규모 가. 

상현실과 전용 가상현실 방에서 달성할 수 있지만 고정형

가상현실에는 복잡한 하드웨어가 필요하며 착석형 가상현실

은 불가능하다 넷째 물리적 상호작용이다 사용자는 실제 . , . 

환경에서와 유사한 방식으로 가상환경의 개체와 상호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데이터 장갑은 사용자가 문의 . , 

손잡이를 돌리거나 책을 집어 드는 등 자연적인 방식으로 

물체와 상호작용하기 위해 밀거나 돌리는 것과 같은 동작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다섯째 물리적 피드백이다 사용자는 . , . 

실제 상호작용의 느낌을 재현하기 위해 촉각 피드백을 받아

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문의 손잡이를 돌렸을 때 그. , , 

들은 움직임을 복제할 뿐만 아니라 그 물체를 손에 들고 있

는 느낌을 경험한다 여섯째 내러티브 계약이다 사용자는 . , . 

서술의 흐름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환경에. 

는 사용자가 흥미로운 개발을 하도록 유도하는 단서가 포함

되어야 한다 마지막 오디오이다 몰입도를 위해 가상현. , 3D . 

실 환경은 사용자 머리 위치 및 환경에서 사람과 물체에 상

대적인 소리의 자연적 위치를 재현할 수 있어야 한다

(Rouse, 2016).

가상현실� 기술을� 융합한� 아트와� 패션에� 나타난� 특성� �3.�

연구� � �

가상현실 의 개념은 년대부터 존재해 왔다 가상현(VR) 1950 . 

실은 사용자들이 그 세계의 일부를 느낄 수 있도록 컴퓨터

가 만든 환경에 사용자를 몰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3D . 

가상현실은 일반적으로 시각적 및 청각적 자극과 기술이 향

상됨에 따라 터치 후각 및 가상환경에 영향을 주고 변경할 ,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한다.

에 의한 가상현실이 무엇을 의미하는  Florence(2003/2005)

가에 대해서는 기술적 사회적 측면의 여러 정의가 있을 수 ·

있겠으나 가상현실을 정의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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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얻는 경험이다 또한 가상현실이 가져다주는 경험이 얼. 

마나 실재적인가를 규명하기 위한 기준은 대체로 두 가지 

요소에 의해 판단되는데 바로 몰입과 실재감이다 몰입은 , . 

가상현실을 경험하는 사용자가 얼마만큼 가상의 공간 속에 

깊이 빠져들 수 있는가를 뜻하며 주로 가상현실이 제공하는 

환경 자체의 사실성을 말한다 반면 실재감은 가상현실을 체. 

험할 때 사용자가 얼마나 실제적으로 가상의 환경과 상호작

용할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Ditton, 1997; Gibson, 1979; 

Sheridan, 1992). 

오늘날 기술은 현실에 대해서 현실보다 더욱더 현실적인   

이미지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커다란 변혁을 초래하였다 현. 

대사회는 신기술이 가상성과 쌍방향성은 신기술을 예술에 

활용하는 현대예술을 요약하는 핵심어이다(Florence, 

최근 몇 년 동안 젊은 예술가인 라프만2003/2005). 

자콜비 새터화이트 레이첼 (Rafman), (Jacolby Satterwhite), 

로신 및 로렌스 렉 등은  (Rachel Rossin) (Lawrence Lek) 

가상현실로 실험하기 시작했는데 종종 프로그래밍 소프트웨, 

어를 사용하여 시뮬레이션을 만드는 방법을 스스로 가르치

고 있다 국내에 선행연구를 고찰하면(Shashank, 2017). , 

의 연구에 따르면 가상현실 원리를 바탕으로 현대Suh(2010)

예술 및 문화에는 다 지각적 실재감 상호작용성 탈물질적, , , 

인 인공성 네 가지 특성을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Lim(2018)

의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판화예술에 관한 연구결과360°

를 알아보고 가상성 상호작용성 실재감 차원적 현실감 , , , 3

이 네 가지로 나누어서 나타난다고 하였다 즉 이러한 측면. 

은 관객들이 예술 작품을 체험한 과정에서 가상공간을 통해 

Table� 1.� Preliminary� Studies� on� the� Spatial� Aesthetics� in� Modern� Art� and� Fashion

VR

Depths� of� VR
Technical�

Characteristics

Art� &� VR Fashion� &� VR

(Seo,� 2010) (Lim,� 2018)
(Yang&Lee,�

2019)
(Lee,� 2018)

Perception Multi-perceptive

-Multi-perceptive

-Presence

-Interaction

-De-molecular 

Artificiality

-Virtuality

-Interaction

-Presence

-3D Presence

-Interaction

-Efficiency

-Expansion and 

Visualization of 

3D Space

-Presence

-Efficiency

-Convenience

-Interaction

-Immersion

Stimulation Presence

Interaction Interaction

Immersion Immersion

미적 가치를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에 의한 가상현실은 패션 산업을 돕는 방법  Shreya(2018)

이 세 가지로 나타났다 즉 가상현실 기술로 만든 가상 패. 

션 상점 비주얼 사람 아바타 의 도움을 통한 실험 시간, (3D ) , 

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 뛰는 패션쇼 케이스이다 이러한 변. 

화는 패션영역에서도 기준 질서를 벗어나 새로운 패션 패러

다임을 구축하는데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하고 있다(Kim, 

2019; Park, 2019; Park & Kim, 2019; Yi & Kim, 2015). 

가상현실은 제작 방식에 따라 이미지 기반 모델링 기반 가, 

상현실로 분류할 수 있다(Kim, 2003). Yang and Lee(2019)

의 패션디자인 콘셉트 스케치를 위한 가상현실 기반 틀의 

유형 및 특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입체적 콘셉트의 효율적

인 관찰과 시각화 관계적 구조의 탐색 삼차원의 확장된 공, , 

간 변수의 활용 및 패션디자인 프로세스 단계의 확장 등 특

성이 있으며 의 현대패션에 이용한 가상현실 기, Lee(2018)

술의 분석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차원 실재감 효율성 차3 , , 2

원과 차원 간 전환의 편리성 상호작용성 몰입감 등 특성3 , , 

이 나타났다 사용자는 가상현실 기술을 통해 얻고자 하는 . 

가치는 크게 기술적 가치와 공간적 가치의 두 가지 차원으

로 분류해 볼 수 있다 기술적 가치는 가상현실 기술 관련 . 

기능적이고 도구적인 측면과 관련된 것으로 사용자는 효율, 

적이고 신체적으로 체험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이다 반면 공. 

간적 가치는 미학적이고 감성적인 상호작용과 몰입성을 통

해 지각한다 현대아트와 패션에 나타난 공간적인 미학특성. 

에 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과 같다Table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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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기술을�융합한�현대패션의�가상공간�구축4.�

가상공간은 에 의해 생성될 때 가장 잘 VR(Virtual Reality)

연구될 수 있으며 매체 인 가상현실은 매우 설득력이 있고 , 

대화식이어서 사용자 가상환경에서 존재를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의 중요한 결론은 가상현실을 시뮬레이션 상호, 

작용 인공성 몰입 텔레프레즌스 전신 몰입 , , , (Telepresence), 

및 네트워크 통신의 가지 개념으로 분석한 것이다7 . Visual

이라는 용어는 그 비전이 가상현실에서 가장 먼저 사용되는 

감각인 반면 다른 감각은 보완적인 가상화 모드로 간주되었

다 현대의 가상공간에서는 시각적 자극이 거의 (Ellis, 1991). 

예외가 없지만 청각 및 햅틱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생체 

인식을 활용해 특별한 장치 없이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을 

구축하여 사용자 중심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기술 인 멀티

모달 인터페이스 를 볼 수 있다(multi-modal interactions) . 

새로운 하이브리드 물리적 가상공간은 새로운 상호작용의 

가능성으로 등장한다 가상현실의 연구 및 개발은 대부분 실. 

제 현실을 시뮬레이션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다(Slater, 

그러나 가상현실은 물리적 현실의 한계를 초월하고2000). , 

당신의 장소 감각을 변형시키고 사용자 몸의 감각을 비몰‘ ’ , 

입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이전에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 

잠재력을 가진 매체이다 다시 말해서 가상현실은 새로운 형. 

태의 경험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 경험을 시뮬

레이션하는 수단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기술이

다(Axelsson & Widestr m, 2001; Brooks, 1999). ö
가상공간이라는 용어의 프레임을 위해 제이 웨이드스트  ' ' , 

롬 은 이미지 공간과 디지털 공간이라는 개(J. Widestr m) ' ' ' 'ö
념을 강조한다 이미지 공간은 물리적 공간은 아(Figure 3). 

니지만 가상적인 공간이다 이미지 공간은 모든 화보 매체의 . 

전체 공간인 이미지를 통해 액세스되는 추상 공간이다 이. '

Figure� 3.� J.� Widestr m’s� Virtual� Space� Modelö

미지 공간이라는 개념은 사용자가 화보에서 보는 것이 물리'

적 공간도 가상의 공간도 아닌 다른 공간에 있다는 것을 암

시한다 이미지 공간은 특정 사진의 공간만이 아니라 모든 . 

사진의 전체로 구성된 공간 즉 모든 화보 매체의 공간이다, . 

이미지 공간은 이미지를 통해 액세스되는 추상적 공간이다. 

구조적으로 이미지는 이미지를 만들고 읽는 언어를 형성하

는 이미지 공간에 대한 인터페이스로 작용하고 있다 의미는 . 

문맥 공간 표현 그리고 해석을 포함하는 소통 과정에서 , , , 

만들어진다(Widestr m, 2019). ö
결과적으로 디지털 공간은 디지털 미디어에 의해 만들어  ' '

진 모든 공간의 전체 공간이다 디지털 공간에 대한 초점은 . 

생산 수단과 상호작용 모드가 공간의 경험과 구조를 모두 

형성하고 있는 미디어의 관점에 의해 동기 부여된다 오늘날 . 

지식의 통신은 저널 온라인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따라서 , , 

지식 커뮤니케이션의 디지털 공간은 지식을 만들고 소통하, 

고 적응시키는 데 역할을 한다 이미지 , (Widestr m, 2019). 'ö
공간의 개념은 예술 미술사 시각문화 등에서 발견되는 인' , , 

간의 지식과 관련이 있으며 디지털 공간은 컴퓨터 과학, ' ' , 

컴퓨터 그래픽 시스템 시뮬레이션 등의 자연과학과 관련이 , , 

있다 이미지 공간과 디지털 공간의 교차점은 가상공간의 . ' '

사용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Widestr m, 2019).ö
하이브리드로서의 가상공간은 전통적으로 분리된 자연 및   

사회적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측면을 결합한다. '

가상공간의 하이브리드는 사용자를 위해 이 종합을 성공적'

으로 달성한다 이미지 공간이라는 개념은 예술 미술사 시. ' ' , , 

각 문화와 같은 인간 지식 분야와 관련이 있으며 디지털 공'

간은 컴퓨터 과학 컴퓨터 그래픽 시스템 과학 및 시뮬레이' , , 

션과 같은 기술 및 자연 과학과 관련이 있다 전통적으로 . 

분리 된 필드를 브리징하는 이 가상공간 하이브리드는 상호

작용 디자인 및 인지 과학과 같은 새로운 분야의 학제 간 

연구를 용이하게 하며 다양한 다른 학제 분야의 연구에 대

한 가능성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제이 (Widestr m, 2019). ö
웨이드스트롬의 가상공간 개념을 바탕으로 가상현실 기술 

유형에 따른 가상현실 특징과 현대패션 이미지를 혼합해서 

현대패션에 나타난 가상공간의 유형이 세 가지로 도출하였

다 즉 에 물질적 공간 지각적 공간 상상적 공간. Figure 4 , , 

이다. 

가상현실은 현실 세계를 시뮬레이션해서 사용자를 완전히   

다른 세계로 이동함으로써 사용자 신체가 현실 세계의 시공, 

간에 존재하지만 가상현실로 그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에 이

르렀다 는 실재감에 대해 미디어. Biocca and Delaney(1995)

를 이용해 다른 공간으로 이동함으로써 존재하고 있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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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몰리적인 한계를 넘어 가상공간에 경험하거나 다른 사람

의 경험을 실질적으로 재현하는 것이며 사람들이 거기에 있

다는 환영 또는 착각이라고 정의하였다 가상현실의 시뮬레. 

이션 단계에서는 가상공간에서 패션을 물리적인 것처럼 보

고 만지면서 물리적 특성을 나타낸다 물질적 공간은 가상공. 

간 안에 실제로 나타난 차원 패션 이미지 공간이다3 . 

시각적 공간 경험 확장 두 번째 공간은 오감을 감지할 수   

있은 파노라마 디스플레이 시각 서라운드 사운드 음향3D ( ), 

청중 힙틱스 및 강제 피드백 촉각 냄새 복제 골재 맛 ( ), ( ), ( ), 

복제 구제 를 통해 확장시키는 지각 공간이다 이 단계에서( ) . 

는 오감을 만족시켜서 다지각적 시각적 확장 등 특성을 표, 

현하였다 이처럼 미디어는 주체의 신체와 시공간을 분리하. 

기 위해 주체는 얼마간의 분열을 겪을 수밖에 없다 지각 . 

단계에서는 오감의 지각 효과가 향상되기 때문에 지각된 공

간적 특징을 제시한다 마지막 사용자는 가상공간의 상호작. 

용과 몰입적인 경험을 통해 가상현실 기술을 통해 다른 그

룹의 사람들의 요구를 인위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은 보는 이

의 패션에 대한 상상력을 향상시킨다 가상현실 기술을 구성. 

한 가상공간에 먼저 설치된 오브제와 영상 등 매체로 사용

자와 상호작용성과 몰입감이 이루어졌다.

가상현실이 만들어내는 공간은 커뮤니케이션으로 만들어  

지는 공간이며 데이터로 채워진 흐름의 공간이 된다 개인의 . 

가상공간에 대한 참여는 그 자체가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과

정이 된다 지금까지 공간에 대한 논의들은 대상으로서의 공. 

Figure� 4.� Fashion� Virtual� Space�Model� as� Constructed� by� this� Study

간을 가시적으로 만들고 묘사하는 데 집중해왔다면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은 공간의 의미를 바꾸고 새로운 공간 경험을 

창조하였다 특히 가상현실 기기들이 만들어내는 공간은 커. 

뮤니케이션과 데이터 흐름에 의해 만들어지는 공간이다 가. 

상현실이 만드는 가시적 공간은 이미지 언어와 시각적 은유

의 형태를 가지며 사람들은 감각적이고 지각적으로 가상적 , 

공간과 연관되었다(Hillis, 1988).  

가상현실�기술을�사용한�현대패션에�표현된�공간의�.�Ⅲ

사례연구

본 장에서는 이론적 배경 고찰을 토대로 현대 패션 산업에 , 

활용된 가상현실 기술을 제시하고 있는 패션쇼 패션전시, , 

패션디자인 앱의 공간적 측면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고찰 대상은 년부터 년까지 최근 년간 가상현실 2014 2019 5

기술을 사용한 현대패션에 대한 정보를 기술과 패션의 전문 

웹 사이트와 기사 뉴스를 수집하여 사례로 분석하고자 한다.

패션쇼와�가상현실1.�

브랜드는 텔레프레즌스 경험을 만들어 터빈홀 의 (turbinehall)

앞줄 좌석에서 라이브 패션쇼를 탑샵의 플래그십(flagship) 

스토어 창에 앉아 있는 관객들에게 라이브로 전송하였다 관. 

객은 특별한 주문 제작된 을 착용하고 행사HMD(Figur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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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행되는 동안 패션쇼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행사한 

후 일 동안 매장을 방문하면 패션쇼도 다시 가상현실을 통3

해 생생하게 재현할 수 있었다 가상현실 기술로 사람들은 . 

터빈홀에 앉아 있는 패션쇼의 참석자보다 더 많은 액세스를 

할 수 있었다 사용자는 앞줄과 무대 뒤에서 개의 라이브 . 2

스트림 을 포함하여 라이브 환HD (High-definition Stream)

경의 여러 미디어 스트림을 가져왔으며 위치 사운드, 3D 

및 라이브 트윗 도 제공된다 그리고 사용자(sound) (tweets) . 

가 유명인과 무대 뒤에서 찍은 셀카를 탐색할 수 있360° 

도록 세트 빌드와 스틸의 시간 경과가 환경에 도입되360° 

었다 가상공간 안에 체험된 모든 미적 특성은 심볼적인 건. 

물과 패션쇼의 주제에 맞게 세심하게 설계되었다.

현대패션에 나타난 이미지 기반 가상현실은 패션쇼에 실  

제 패션 사진 이미지를 이용하여 가상현실로 구현된 방법으

로 카메라를 통해 연속적으로 촬영한 실제 공간의 , 360°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사용자는 컬렉션을 에(Figure 6). 360°

서 볼 수 있었고 항목과도 상호작용할 수 있었다 가상현실 . 

패션쇼를 관람하는 모든 사람들은 정교하게 꾸며진 객실에 

멋진 느낌의 정장을 선보였다 가상현실에서 (Figure 7). 360°

시각적 정보를 경험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들의 시청 

경험을 프레임한다 더 중요한 것은 사용자가 고개를 돌려 ' ' . 

어떤 방향으로든 바라보며 프레임의 개념을 표현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이 가상의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사용자는 완전한 . 

의 시야를 가질 것이지만 고정된 관점에서 볼 것이 단360°

점이다 사용자는 그들을 둘러볼 수 있지만 공간을 차원적. 3

으로 이동하지 않는 능력과 함께 정지된 상태로 위치하게 , 

될 것이다 패션쇼의 효과를 발휘하려면 관객이 참가. 360°

자를 물리적으로 만지지 않고 모델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

어야 하기 때문에 보는 위치가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몰입형 패션쇼는 종종 사용자에게 의존한다고 설명되며  , 

이는 종종 공간적 인식의 개념과 결합된다 그러나 본 연구. 

가 위에서 설명한 의미에서 완전히 몰입할 수 있는 가상현

Figure� 5.� Headset

(www.inition.co.uk)

Figure� 6.� Panoramic� VR� Fashion� Show�
at� the� Camera

(www.inition.co.uk)

Figure� 7.� VR� Fashion� Show�
in� View� of� Users

(www.inition.co.uk)

실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

이다 가상현실은 어떤 이유로든 패션쇼를 놓친 사람들에게 . 

훌륭한 솔루션이다 브랜드는 라이브 쇼를 로 녹화하. 360°

고 가상현실 헤드셋으로 볼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으로 전

환한다 이런 식으로 수천 명의 사용자가 앞줄에 앉아 있는 . 

현실적인 느낌으로 컬렉션을 볼 수 있다.

패션전시와�가상현실2.�

알림 그룹 전문가는 가상현실 기술의 잠(Innowise Group) 

재력을 보여주는 가상현실 데모 프로젝트 제작에 참여하였

다 응용 프로그램은 바이브 용으로 개발되었으. HTC Vive( )

며 바이브 컨트롤러 가 필요하다 이 시스HTC (controller) . 

템은 가지 가상현실 경험과 대화식 메뉴가 있는 시작 장3 

면으로 구성되었다 첫 가상현실 경험은 이 모드를 선택한 . 

후 사용자 주위에 나타나는 비디오이다 가상 패션 360° . 

갤러리 는 몇 개의 갤러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용자(gallery)

는 자유롭게 갤러리 사이를 이동하고 벽에 배치된 사진과 

비디오를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출된 갤러리에 있는 . 

오뜨 꾸뛰르 드레스의 모델은 모델로 처음부터 만3D 3D 

들었다.

에 처음에는 패브릭 시뮬레이션으로 모델을   Figure 8 3D 

만드는 데 사용한 일련의 참조 이미지가 있었다 원래에 사. 

용자들은 소리와 실제로 오브제를 보고 패션 전시회에 등장

한 복식을 이해하였다 가상현실 기술로 실현된 전시회에 관. 

람객들은 가상 이미지를 통해 복식의 내부 구성과 소재의 

실제적으로 터치한 느낌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상현실 기술로 전시된 복식은 디자인 영감 패. , 

턴 소재 및 기타 종합적인 정보를 이해할 수 있다 전문가, . 

들은 복식의 차원 그림을 차원 모델로 만드는 차원 모델2 3 3

링 프로세스 인 매핑 을 제작하고 텍스처를 UV (Mapping)

만들었다 복식의 최종 형식은 가상 갤러리에 배치되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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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Explanation� of� the� Internal�
and� External� Pattern� of� Fashion� in�

Virtual� Space.
(www.innowise-group.com)

Figure� 9.� Use� Controller� to� Experience�
Fashion� Items� Installed� Inside� Virtual�

Space.
(www.innowise-group.com)

Figure� 10.�
The� Fashion� Purchasing� Process.

(www.innowise-group.com)

로 사용자는 컨트롤러를 통한 전시회를 살펴보고 각 복식을 

매우 자세히 검토할 수 있으며 가상공간 안에 동영상으로 

패션쇼도 볼 수 있었다 가상현실 상점은 가상현(Figure 9). 

실에서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사용자는 복식을 . 

선택하고 복식의 색상을 자유롭게 변경하고 복식의 내부 패

턴 만든 소재 문양 등을 자세히 볼 수 있다 또한 가상공, , . 

간 안에 복식을 구매한 기회를 구현하였으며 사(Figure 10), 

용자는 복식 스타일 필요한 사이즈 및 결제 방식 등 기능, 

도 제공하고 있다.

모델링 기반 가상현실은 가상세계의 차원 모델링을 통해   3

구축하는 것으로 구축시간의 길고 제작이 까다로우며 해상, 

도를 높이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공간의 자유로운 . 

탐색 및 이동이 가능하며 시점이나 공간 배치 등을 보다 구

성할 수 있으며 현존하지 않는 시설물이나 공간해낼 수 있, 

다는 장점이 지닌다 몰입형 가상현실 (Jang & Chun, 2018). 

기술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으며 복식을 제작, 

한 과정을 설명하고 디자이너들의 전문적인 스피릿을 보여, 

줄 수 있다 가상현실 기술로 시뮬레이션된 과정을 통해서는 . 

디자이너의 영감을 설명하기부터 패션쇼 연출의 끝으로 이

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는 실제적인 패션의 물. 

질적으로 시뮬레이션한 공간을 형성해봄으로써 가 머HMD

리에 설치되고 손에 장비를 통해 가상현실 기술로 구선된 

가상공간 안에 설치한 내용을 상호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오감을 만족시킨 지각적 가상공간 안에 사람들은 . 

가상현실로 복식을 제작한 과정이 실재적으로 참여한 것처

럼 체험하였다 동시에 관람객은 이 전시된 패션쇼의 가상. , 

공간 안에 새로운 경험에 몰입하게 된다.

패션디자인�앱과�가상현실3.�

구글의 인수한 틸트 브러시 는 바이브나(Tilt Brush) HTC 

오큘러스 리프트와 같은 을 위한 멋진 컨테스트 제작HMD

한 도구이다 구글은 다양한 복식이 로 그릴 수 있는 기. 3D

능을 제공함으로써 틸트 브러쉬를 사용하면 가상현실로 구, 

성된  가상공간에서 페인트 할 수 있다 그 결과는 가상공. 

간에서 그리는 효과가 종종 놀라울 정도로 상세하다 일부 . 

예술가들은 가상공간 안에 작품을 만들기 위해 한계없이 철

저하게 탐험할 수 있으며 이 가상공간 안에 있는 다른 완, 

성된 작품의 갤러리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초보자 모드와 공동 작업을 위한 멀티 플레이어   

기능이 추가되었으며 고급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하는 나머, 

지 구글 가상현실 도구와 통합되었다 본 연구에 보여준 사. 

례는 구글이 개념적으로 펜과 종이에 스케치하는 것부터 

을 착용하고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형식의 복식을 HMD 3D 

제작한 아티스트의 비디오를 보유하고 있다 구(Figure 11). 

글은 아직 완성된 작품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현재의 애타, 

게 보이는 외모에 따라 재창조된 패션의 개념도 무시무시한 

장면의 일부가 될 것이다 에 보여준 장면은 사용. Figure 12

자는 순으로 이용한 컨트롤러를 통한 실루엣을 그릴 때 원

하는 것대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또한 디자이너들은 . 

실루엣을 그릴 때 전체 디자인 주체에 만족시킨 배경도 배

치할 수 있다(Figure 13).

몰입형 가상공간에서 디자이너는 컬렉션 주제와 관련된   

가상공간에 몰입하기가 된다 사용자는 그림을 그리는 과정. 

에서 패션의 모든 부분을 가상현실 기술로 무한히 확대하거

나 축소할 수 있다 정적 평면도면으로는 완성할 수 없는 . 

구성내역을 동적 공간에서 정확하게 완성할 수 있으며3D , 

전체 디자인 공간은 무한한 분열할 수도 있다 가상공간3D . 

에서는 디자이너의 상상 공간이 넓어지고 디자인 주제에 맞

는 전체적인 디자인을 편리하게 완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상현실 기술을 바탕으로 구성된 가상공간은 예술과 과  

학이 만나는 시스템으로 볼 수 있으며 시뮬레이션된 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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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User�Appearance�with� HMD
(www.9to5google.com)

Figure� 12.�Design� Process� in�Virtual� Space
(www.9to5google.com)

Figure� 13.� User-Immersed�Virtual� Space
(www.9to5google.com)

경에서 내부 관찰자들이 자신의 환경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특정한 행동과 개입에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조. 

치를 종심의 개입 및 효과가 현실 세계와 비교하여 가상공

간에서 다른 경우와 기호 코드가 설정되었으며 공간과 계약 , 

및 경험에 대한 기초를 형성하였다 가상공간의 시맨틱의 복. 

잡성은 시맨틱에 종속되는 미학이 현실 세계의 미학과 복잡

해지고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 주었다 그러므로 초 미학은 . 

가상공간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며 해당된 물리적인 환경의 , 

미적 경험과는 다른 가상공간에서의 미적 경험을 위한 조건

이 형성되었다.

가상현실을�사용한�현대패션에�나타난�.�Ⅳ

공간�미적�특성

차 산업 혁명이 도래하면서 가상현실 관련 인공 신경망 기4

술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다양한 분야에 새로운 개발의 

기회를 가져왔다 가상현실 기술로 가상공간을 만들고 컴퓨. 

터 과학 및 예술의 공동 연구 및 개발을 위해서 새로운 플

랫폼이 형성되었다 가상공간의 개념에는 광범위한 연구 분. 

야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연 과학 철학 심리학. , , , 

인지과학 사회과학 및 예술의 가상공간이 이러한 학문과 관, 

련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즉 가상공간은 이러한 학문의 . 

서로 다른 조합으로 다른 분야 간 연구를 연결한 플랫폼으

로 시각화 및 시뮬레이션으로 정보를 제공한다(Widestr m, ö
2019).

세기의 일부 예술가와 이론가들은 건축 설치 및 멀티  20 , 

미디어 예술에서 이미지 환경 객체 및 건축 조합 간의 복, , 

잡한 상호작용 개념을 빌려 개발하였다 일부 현대 예술가들. 

은 총체예술이라는 개념에 사회적 실천과 문화 연구를 포함

시켜 전통 개념의 작품에 대한 예술의 의존성을 깨뜨렸다. 

미국 학자인 우홍 의 연구에 따라서 세 가(Wu, 2016/2018)

지 수준 모두 공간 개념에 중심을 두고 있으며 첫째 이미, , 

지 가구 및 건물의 형태는 함께 시각 및 오브제 공간 을 , ‘ ’

구성하고 둘째 이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는 음식 향기 악, , , , 

기 랜턴 등과 같은 다른 지각적 감정을 유발하는 비 시각, 

적 개체로 확장되어 맛을 유발한 지각적 공간 이라고 정의‘ ’

하였으며 셋째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주제의 활동과 , , 

느낌이 더 포함된  실제 또는 가상의 행동과 느낌에서 공간

은 주제 경험 가상 경험 포함 을 구성하는 장소로 이해되( )

므로 경험적 공간 이라고 부를 수 있다‘ ’ (Wu, 2016/2018).

오늘날은 예술뿐만 아니라 가상현실 기술로써 형성된 가  , 

상공간이 광범위한 표현과 적용을 통해 새로운 형태로 결합

되는 방식을 볼 수 있다 가상현실 기술과 융합된 패션에서. 

는 외부 세계와 인터페이스를 위해 이미지와 가상공간을 더 

깊게 이해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기술과 시뮬레이션 및 고. 

급 시각화를 포함한 새로운 과학적인 방법을 개발함으로써 

패션에 점점 더 많은 응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 가상현실 기술로 구축된 가상공간에는 세 가지   

수준이 있다 첫 번째는 실제 패션쇼와 객체 구(Figure 14). 

성의 시각적 차원 공간이다 이 공간은 패션쇼를 볼 때 실3 . 

제로 볼 수 있는 구체화 된 공간과 다르다 이것은 카메라. 

를 통한 가상현실 기술로 패션쇼가 형성된 파노라마적인 시

각화로 재현된 물질적 공간이다 즉 가상현실 기술로 형성된 . 

가상공간은 실제적인 패션쇼에 있는 물리적 공간을 다시 재

현하였다 두 번째는 시각적인 체험이 아닌 청각과 촉감을 . 

만족시킨 확장된 지각적 공간에서 상이한 상황에서 사용자, 

의 감각을 만족시키는 경험을 향상시킴으로써 다수의 지각, 

을 만족시키는 현실적인 감각을 갖는 시뮬레이션된 지각적 

공간이 제공되었다 즉 사용자의 확장한 감각이 형성되었다. . 

세 번째 가상공간은 가상현실 기술로 형성된 몰입적인 공간

에 상호작용을 통해 사용자 기술 및 공간을 혼합하여 자유, 

롭게 상호작용하고 개인별 주관적인 감성이 구체화된 상상

적 공간이다 즉 인위적으로 제작한 코드화 몰입 공간에서 . , 

사용자 마음속의 느낌은 가상공간 안에 체험한 지각적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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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A� Study� on� the� Spatial� Aesthetics� in� the� Virtual� Reality� Technology� Applied� to� the� Fashion� of� this� Study

과 개인적 경험을 혼합한 상상적 느낌을 말한다.

최근에 개최된 패션 전시에서 가상 패션모델은 가상  3D 

현실 기술을 통해 구축된다 디자이너들은 얻은 영감부터 생. 

산 프로세스에 이르기까지 최종 제품을 완성한 세 가지 프

로세스라고 하였다 사용자가 가상현실 기술을 통한 구축된 . 

가상 환경에 몰입하기가 되고 디자이너 및 가상환경 오브제  
와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 

기간 동안 사람들은 가상 패션모델을 처음 구축했으며3D , 

패션전시에 나타난 패션의 내부적인 공간과 외부적인 공간

을 더 이해하였다 사람들은 공간 및 공간에서 자유. 2D 3D 

롭게 변환할 수 있다 동시에 사람들은 가상공간에서 패션디. 

자인과 손 터치에 대한 적절한 사운드 설명의 상호작용을 

통해 패션 소재의 실제 질감이 느껴진다 가상현실도 현실 . 

시간의 한계를 무너뜨렸으며 공간 수준에서 패션 제작 과정, 

이 시뮬레이션의 화면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 패션 착용의 . , 

과정은 기술로 시뮬레이션하고 온라인 패션 구매행동가 가

능함으로써 실제 시간 및 지리적 위치의 한계를 벗어나 가

상공간에서 위의 프로세스가 완료되었다.

가상현실 기술로 제작된 패션디자인 앱에 사용의 가능한   

패턴 문양 색상 장식 등이 프로그램에서 설정된다 가상공, , , . 

간에서 설계자는 더 이상 평평한 정적 공간이 아닌 의 3D

동적 공간에서 도면을 사용하였다 다음에 디자이너의 기본 . 

기술에 대한 요구 사항이 없으며 가상현실은 상상력의 모든 

그래픽과 패턴을 완성하고 디자이너의 디자인 범위를 확장

하며 상상력의 공간을 넓힐 수 있다 설계자는 설계 철학을. 

보완하기 위해 에서 자체 설계 관점을 볼 수 있다 또360° . 

한 디자이너는 로컬 위치를 확대하고 복식을 다른 공간으로 

분할하여 보다 자세한 디자인할 수 있다 패션디자인 앱에서 . 

패션디자인 테마와 맞는 배경을 디자인할 수도 있다 몰입형 . 

시뮬레이션의 공간은 디자이너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보다 

일치하는 색상 패턴 및 기타 디자인 요소를 만들 수 있다, .

가상공간의 학제적 특성은 풍부한 측면에 반영되어 가상  

공간의 고유개념을 광범위한 지식 및 실습 영역에 연결한다. 

여기에서 현대의 가상공간 현상은 다 분야를 통해 자연 철

학을 개념화하기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행위자와 대상과 , 

가상공간의 특정 조건 사이의 관계를 바탕으로 인간 기술과 , 

환경에 상호작용된 가상공간의 미적 관점도 중요하다 내부 . 

미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가상공간은 행위자와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존재한다 현대패션에 가상현실 . 

기술을 사용하여 패션쇼 패션전시 패션디자인 앱 이 세 가, , 

지 유형에 따르면 물질적 공간 지각적 공간 상상적 공간에 , , 

나타난 미적 특성은 와 같다Table 2 .

결론.�Ⅴ

다 분야 통합의 발전과 관련하여 패션과 다양한 분야의 통

합은 패션산업의 발전에 특히 중요하다 컴퓨터 과학은 차 . 4

산업 혁명 동안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개발 기회를 

가져 왔다 인공 신경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면서 . 

가상현실 패션의 디지털화 및 지능 연구와 같은 기술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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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nalysis� of� Aesthetic� Characteristics� in� Virtual� Space� by� Fields� in� Fashion

Field

Aesthetic�
Characteristics

Fashion� Show Fashion� Exhibition Fashion� Design� App

Presence

 Common sense of space

 New sense of belonging

 Cognitive Coexistence

 Feeling together

Perceptual

Expansion

 360 degree panoramic 

field view

 Place liquidity

 Close look

 Fusion of individual private 

space and virtual space

 Switching between fashion 

2D space and 3D space

 Feel the real texture of the 

material

 Create a background 

on design themes

 Infinite expansion and 

contraction of fashion 

plane space

Interaction

 Fashion and users

 Virtual space and users

 Users and other users

Immersion

 Mixed space between 

reality and virtual

 Field of view also 

changes with camera 

angle

 Ambiguity between reality and virtual

 Ambiguity of time and space

 Increase mental and physical excitement

 Free activities regardless of external environment or 

morning

속적인 개발이 증가하고 있다 기술의 업그레이드는 사람들. 

의 감정에 새로운 경험을 가져 왔다 가상현실 기술로 생성. 

된 가상공간은 현실감 넘치는 몰입 경험을 제공한다 그리고 . 

결과적으로 새로운 공간 미학이 구축된다.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기술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인간 예술의 공간 개념이 바  

뀌었다 차원 평면의 물리적 공간의 시작부터 차원 평면. 2 3

의 차원 공간 오늘날 컴퓨터 기술에 의해 생성된 가상공3 , 

간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변형 공간은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 

다 가상현실 기술을 통해 인간은 몰입형 가상공간을 경험할 . 

수 있다 이 경험 과정에는 다 지각적 시뮬레이션 상호작. , , 

용 및 몰입의 네 가지 과정이 있다 이 기간 동안 과정이 . 

계속 심화되면서 사람들은 단계마다 다른 새로운 감정이 형

성된다.

학제 간 통합의 개발과 관련하여 예술과 가상현실 기술의   

조합은 매우 활발하였으며 예술에는 예술 음악 건축 및 , , , 

공공 디자인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가상현실에 대한 많

은 응용 프로그램이 개발된다 가상현실 기술의 다 지각적. ,

시뮬레이션 상호작용 및 몰입 경험의 단계를 통해 다 지, 4

각적 상호작용성 비물질 공간 효율성 및 환상 등으로 나, , , 

타난다 패션 및 가상현실 기술도 최근 몇 년 동안 증가하. 

였으며 공간에서의 확장 환상 상호작용 편의 및 몰입 , 3D , , , 

경험과 같은 기능을 나타낸다.

가상현실로 생성된 가상공간은 다른 패션 아이템에 대해   

상이한 공간적 감정을 보여준다 시간과 장소의 한계를 뛰어. 

넘어 차원 및 차원의 구체화 된 공간과 의복 내부 공간 2 3

및 외부 공간을 결합한 가상공간을 만든다 가상현실 기술과 . 

패션의 가지고 있는 특성을 융합해서 현대패션에 적용된 가

상현실은 물질적 공간 지각적 공간 상상적 공간으로 나타, , 

난다 즉 첫째 현대패션은 실제 세계에 있는 것처럼 가상공. , 

간에 시각적으로 재현된 물질적 공간 둘째 가상현실 기술, , 

을 통해 사용자의 청각과 촉각을 만족시킨 지각적인 감정을 

확대한 지각적 공간 셋째 가상현실을 바탕으로 형성된 몰, , 

입 공간에 사용자와 가상오브제를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 상상적 공간이다. 

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을 위한 가상공간은 기술 및 환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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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커뮤니케이션된 플랫폼 인 가상공간이 형성되었다. 

가상공간 개념으로 연구된 복식미학 연구는 고립된 복식 작

품의 시각적 감성에 대한 분석하지 않고 가상현실 기술로 

형성된 가상공간의 미학으로 초점을 두는 데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 가상공간은 복식의 내부 및 외부 속성을 연결하고 .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전자는 복식 자체의 시, 

각적 내용과 형태이며 후자는 복식 생산과정과 보여준 환경, 

이다 요컨대 선행연구에 따르면 가상공간 은 다양한 방향. , ‘ ’

의 복식의 공존에 매우 유용한 개념을 제공한다 가상공간에 . 

나타난 복식의 미적 특성은 단일 작품에 대한 특정한 미학 

연구가 아니라 기술과 작품 사이의 구조적 연결에 관한 연

구이다 따라서 이 개념은 전통적인 복식미학 연구를 돌파하. 

고 작품을 기준으로 복식미학을 해석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제공하여 연구자들이 작품의 내용과 형태 부분 및 , 

전체 작품의 내부 및 외부를 결합하고 침투하며 복식미학 , , 

연구의 다양한 대상 방법 및 방향을 통합하면서 가상공간, , 

의 출현은 다양한 방향의 복식 통합에 대한 연구에 강력한 

플랫폼이 된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가상현실 기술을 사용한 현대패션에   

등장한 가상공간은 기술 혁명과 함께 구현된 오늘날의 결과

이자 새로운 감성적인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패션분야 전반, 

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가상공간은 시. 

간과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여 사용자는 멀리 있는 패션쇼나 

패션전시에도 언제든지 접속 가능하며 가상공간에 개인적 , 

몰입 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가상현실 .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패션 콘텐츠 앱을 개발하고 사용자 

패션 체험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러나 본 연구에서는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패션쇼 패션전, 

시 패션디자인 앱을 사례로 제시하고 다른 분야에 활용한 , 

가상현실 기술에 대해 세부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점이 한계

점이다 그 이후에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술의 활용한 폭은 . 

넓어질 것이기 때문에 혁신과 변화를 추구하는 패션의 세계, 

에서 활용된 가상현실 기술에 나타난 미적 특성에 관련연구

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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