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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with its accelerating radical changes and innovation, fashion is rapidly 
advancing to sustain social changes introduced by technological convergence. In light of this, the study investigates the 
soci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technologizing fashion products: creative modifications emerge from technological 
convergence with fashion products and result in a realm separate from technology. By focusing on the nature of fashion, 
this study analyzes the technologization of fashion products for added value creation in the fashion system. Based on the 
findings, it interprets different attitudes toward technologizing that changes fashion products. Accordingly, this study 
reviews previous literature and qualitatively examines empirical cases based on inductive reasoning. In particular, it ana-
lyzes commercialized cases of fashion-technology convergence in fashion products found on online fashion media outlets 
between January 2007 and May 2021, a central period in intellectual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The characteristics of 
technologized fashion products are identified as follows: expansion of physical functions and categories, interaction with 
emotional sensibilities, artistry through combination with technologies, and computer-generated imagery(CGI) fashion as 
digital good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technologization, focusing on the social and cultural 
properties of fashion products. The findings provide opportunities to understand the paradigm shift of these products that 
was catalyzed by technologi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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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convergence (융합)

1. 서  론

지식 정보 사회로의 도약을 촉진하는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의 파급력이 확대됨에 따라 패션     

시스템 내에서 기술화를 통한 급진적인 변화가 다양하게 일어       

나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최근 COVID-19의 장기화 이후        

제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더욱 고조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       

도 패션 시스템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성장의 기회를 견인하기       

위한 패션 제품과 기술 융합의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로 이어지        

고 있다(McKinsey & Company, 2020).

현대 사회에서 패션 제품과 융합되는 테크놀로지는 기술 본     

연의 기능을 뛰어넘어 인간의 감각, 상상력, 통찰력, 기호 등을     

자극하면서 패션의 사회 문화적 속성에 관한 다양한 의미를 생     

성하고 있다(Han & Kim, 2015). 이는 패션 제품의 가치가 물     

리적 기능을 비롯해 사회적 욕구 충족, 내면적 자기만족, 미적     

즐거움과 같이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형성됨을 반영한다. 또한     

이러한 기술화의 방향은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테크놀로지의 발     

전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걸쳐 삶의 사고체     

계를 다원화하는 가치 지향적인 목표를 추구함에 따라 혁신의     

성패가 기술력의 참신성과 더불어 기술을 실제 사용하는 사회     

문화적 능력의 영향을 받는 것과 연관 지어 이해할 수 있다     

(Zacher, 2017). 즉, 패션 제품과 테크놀로지와의 융합에 의한     

변화를 능동적으로 이끌고 이를 활용한 긍정적인 방안을 마련     

하기 위해서는 기술에 내재된 정신적 측면인 사회적, 문화적,     

철학적 가치의 영향력까지 종합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     

와 같은 관점에서 동시대의 사회 문화적 맥락을 토대로 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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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적 기술화 현상을 바라보는 테크놀로지제이션(technologization)    

의 개념에 근거하여 현대 사회에서 패션 제품과 테크놀로지의       

융합으로 나타난 현상에 내포된 의미를 다각적으로 살펴볼 필       

요가 있다.

테크놀로지제이션은 인간의 주체적 의지에 따라 테크놀로지     

와 융합하는 물질적, 정신적 기술화 과정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사회 변화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되며 기술철학, 인문학, 교       

육학, 사회학 등 여러 학제 간 현상학적 연구에서 활발하게 논         

의되고 있으나, 패션 분야에서 테크놀로지제이션의 관점으로 탐      

구한 선행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패션 제품과 테크놀로지에      

관한 국내외 주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첨단 테크놀로지를 적       

용한 패션 제품 및 디자인 개발에 집중하거나(Lee, 2020; Lee        

& Lee, 2017; Vanderploeg et al., 2016), 기술의 이념적 측면         

에서 디지털 테크놀로지로부터 변화한 시각화된 패션 디자인의      

미적 표현 양상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Cho & Yang, 2011;        

Han & Kim, 2015). 또한 패션 트렌드 및 산업에서 채택한 테          

크놀로지의 실용성에 대해 고찰하였으며(DuBreuil & Lu,     

2020), 패션 산업과 테크놀로지 융합의 동향에 관한 사례를 통        

해 기술적 변화를 논의하였다(Lee, 2017; Lim, 2016). 이상의       

관련 선행연구를 정리해보면 테크놀로지의 특성을 중심으로 패      

션 제품에 나타난 디자인 요소나 시각적 기법, 특정 기술의 물         

리적 적용에 따른 표현 방식에 국한된 연구가 주된 반면에 패         

션의 특성에 입각하여 패션 제품과 테크놀로지가 융합되는 상       

호 관계로부터 야기된 사회적 변화와 내재된 가치를 규명한 연        

구가 미흡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패션과 테크놀로지를 각각의 속성과 체계를      

지닌 개별적 실체로 보고, 패션 시스템에서 지적 테크놀로지의       

가치가 과학적 기법보다 사회 문화적 응용에 의해 창의적으로       

발현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기술의 외        

적 영향을 비롯해 내적으로 작용하는 무형의 가치까지 포괄하       

는 테크놀로지제이션의 개념을 토대로 패션과 기술이 융합되어      

창의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패션 제품의 기술화 현상을 이해하       

는 것이다. 따라서 패션의 본질에 초점을 맞추어 패션 제품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테크놀로지제이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     

해 기술적 변화보다는 패션 시스템 내에서 패션 제품이 지닌        

사회 문화적 속성을 토대로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기        

술력의 실효성 검증이나 계량적 분석을 중심으로 수행된 선행       

연구와 달리, 패션 제품과 융합되는 테크놀로지의 사회적 기능       

과 효용 가치를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시각을 정립하는 데 도         

움이 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패션 제품의 사회 문화적 속성

패션 제품은 패션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미적 재화로 전        

환한 창의적 대상이다. Kawamura(2018)가 패션이 아름다운 것      

으로 간주되는 개념 형성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듯이, 패션 제        

품은 실용적인 기능에 심미적인 취향을 더하면서 소비자의 욕     

구와 쾌락에 관한 상징적인 가치를 발휘한다. 이와 같이 패션     

제품의 패션성은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패셔너블함을 인정받았     

을 때 비로소 성립되며, 사용성보다 스타일이 앞서는 특성으로     

규정된다(McCracken, 1986).

20세기 후반부터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확산이 본격화됨에 따     

라 패션 제품은 패션과 관련된 네트워크의 일부로서 소비재 제     

품을 비롯해 이미지, 문화적 자본, 예술 전시, 패션쇼, 잡지 등     

새로운 형태와 방식으로 다양하게 공존하며 기능했다(Evans,     

2013). 디젤(Diesel)의 렌조 로소(Renzo Rosso)가 우리는 옷이     

아닌 삶의 스타일을 판매한다고 밝혔듯이, 현대 테크놀로지의     

진보는 패션이 누릴 수 있는 표현의 범위를 다방면으로 확장하     

였다(Klein, 2000). 그리하여 현시점에서 패션 제품의 영역은     

협의의 개념으로 의류에 국한하여 정의하는 것에서 나아가 광     

의의 개념을 토대로 외양적으로 보이는 물성 가치와 함께 기술,     

문화, 이미지가 융합하는 고부가가치의 지식집약형 산업군을 포     

괄한다(You & Lee, 2008). 

Silverstein and Fiske(2003)가 패션 시장 내 제품은 감정과     

열망을 불러일으켜 소비자의 정서적 공감을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 것처럼, 패션 제품은 단순히 필요에 의한 소비     

로만 제한되지 않으므로 내적 만족을 충족시켜줄 감성적 가치     

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오늘날 무형 자산인 이미     

지가 소비의 주체적인 대상 중 하나로 꼽히는 현상은 이러한     

패션 제품의 심리적·감각적 속성을 대변한다. 패션 제품은 자신     

의 취향 및 가치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이미지의 객체를 만들어     

내고, 때로는 이미지 그 자체만으로 패션 제품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현대 사회가 다양한 시각 문화의 강한 영향을 받으면서     

시각적 표현에 자질을 지닌 사람들이 패션을 만들어낸다고 간     

주한 Hollander(1993)의 견해와 같이, 패션 제품은 여타 산업의     

제품에 비해 시각화된 이미지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이상으로 종합하면 패션 제품은 상징적 스타일, 미적 욕구,     

시각적 이상을 사회 문화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재화로 정의할     

수 있다.

2.2. 테크놀로지제이션의 개념

테크놀로지제이션의 어원은 기술을 지칭하는 영문 단어인     

‘technology’에 접미사 ‘-ize’와 ‘-ation’이 결합한 것으로, 아직     

합의된 사전적 정의가 마련되지 않았으나 전 학문 분야에 걸쳐     

논의되고 있다. 이는 기술로부터 일어난 경험의 상태이자 방식     

을 뜻하며, 기술과 만나 상호 변화하는 사회 문화적 영향과 의     

미를 함축한다. 

기술화의 개념적 측면을 다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테크놀     

로지제이션과 함께 테크니제이션(technization), 테크니컬리제이   

션(technicalization)의 용어가 유사하게 교차 사용되고 있다. 선     

행연구(Alves et al., 2016; Elias, 1995; Karen, 2015; Kollack,     

2017)에서 제시한 테크니제이션과 테크니컬리제이션의 개념은    

문명화 단계에서 테크놀로지에 의해 물질적  ·  비물질적 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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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는 법을 배우는 과정을 통해 기술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규정하며, 그 어원인 테크닉(technic)이 뜻하는 기능적 측면에      

서의 기술 및 활용 능력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테크놀로지제        

이션은 기술 혁신이 일어나는 모든 과정에서 기술에 의해 바뀌        

거나 실현되는 영향과 가치에 관한 총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것으로, 방법론적인 접근보다 사회 문화에 기여하는 기술의 현       

상학적 차원을 강조하기에 테크니제이션, 테크니컬리제이션과    

상이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용         

어 간 개념에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명확하게        

분리해 테크놀로지제이션의 관점으로 논의한다.

주요 선행연구(Dejnaka, 2017; Parviainen et al., 2013; Thurlow       

& Bell, 2009; Zacher, 2017)에 따르면 테크놀로지제이션은 기       

술, 시장, 문화에 의해 주도되어 사회 변화의 구조를 결정하고,        

사회를 형성하는 세부 요소, 의미, 관계의 메커니즘에 자극을       

주며, 이를 재구성하는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Dejnaka(2017)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테크놀로지제이션의 목표     

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사회 문화적 변화에 적합한 메시지를 담        

고 있어야 하며, 소비자가 기대하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부        

가가치를 더하는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Zacher(2017)      

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테크놀로지제이션이 기업, 조직, 국가의      

역량과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전략으로 실행되고 각기 다른       

변화를 수반하므로 테크놀로지제이션의 방향은 인간과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수립된다고 보았다. 이처럼 테크놀로지      

제이션은 과학적 기술 그 자체보다는 기술화에 의해 나타난 새        

로운 사회적 관행과 현상을 식별하고, 인간의 삶에 미치는 외        

적  ·  내적 변화의 영향과 의미에 중점을 두는 기술 혁신을 지향            

한다.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주체적 판단과 개입에       

따라 테크놀로지의 논리와 함께 생성, 수반되는 일련의 질적 기        

술화 과정에서 파생된 다양한 사회 문화적 변화를 테크놀로지       

제이션이라 정의한다. 다시 말해 물질적, 정신적 차원을 아우르       

는 접근을 뜻하며, 이와 같은 개념에 따라 본 연구에서 논의하         

는 테크놀로지제이션은 패션 시스템의 생태계 안에서 맥락화된      

기술에 근거하여 가치 지향적 관점에 초점을 맞춰 분석한다. 

2.3. 패션 시스템에서의 테크놀로지제이션

테크놀로지는 패션의 대상과 패션을 둘러싼 환경을 표현함      

에 있어서 혁신적인 변화에 일조했다. 후세인 살라얀(Hussein      

Chalayan)은 테크놀로지만이 패션에서의 새로움을 창조할 수     

있다고 밝혔고, 니콜라 제스키에르(Nicolas Ghesquière)는 혁신     

을 향한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 패션은 항상 나아가기를 원         

하며 그 일환으로 테크놀로지를 수용한다고 언급했다(Arthur,     

2016; “Could Your Next Luxury”, 2016). 이와 같이 혁신을        

위한 혁신을 추구하는 패션의 속성과 테크놀로지의 진보적 성       

향 사이에는 앞서 나가려는 공통의 목표가 존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패션 시스템과 테크놀로지의 지속적인 상호 교류가 이       

루어져 왔다. 선행연구 및 문헌의 고찰을 바탕으로 패션 시스        

템에 적용된 테크놀로지제이션의 주요 특성을 정리해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테크놀로지제이션은 사회적 필요 욕구에 따라 패션이     

취하는 기능의 유연한 확장을 추구한다. 크리스 모튼(Chris     

Morton)은 갈수록 과열되는 패션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     

한 핵심 강점으로 테크놀로지의 활용 능력을 언급하면서 유의     

미한 기술적 변화는 패션 소비의 사회 문화적 맥락을 전제로     

한 기능성으로부터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The Lyst     

Index”, n.d.). 여기서 기능 추구의 가치는 실용성과 더불어 차     

별화된 취향과 개성을 반영하는 패션성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Chin, 2010). 이에 신기술의 등장과 발전이 패션에서 활용     

할 수 있는 재료의 다양성으로 이어지면서 기술과 융합되는 의     

복의 다기능성과 심미성이 함께 강화되고 패션의 새로운 형태     

와 영역으로의 확장이 나타났다(Kim & Kim, 2018).

둘째, 상호작용적 측면에서 테크놀로지제이션은 인간이 패션     

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내적 의미를 감각적으로 전달하는 데     

기여한다. Seymour(2008)는 디자인, 패션, 과학 및 기술의 교     

차를 통합해 패셔너블한 기술이라 하였는데, 이러한 정의는 패     

션이 다양한 기술의 융·복합이 발현되는 네트워크의 역할을 수     

행하면서 인간의 다중 감각을 미학적으로 드러낸다는 특성을     

뒷받침한다. Dejnaka(2017)의 연구 결과는 혁신적인 기술이 시     

장의 유행을 주도하며 소비자와의 관계를 맺는 새로운 방식에     

다각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Fokkinga and Desmet     

(2013)은 인간과 기술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감각의 역할을 인     

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고, 이는 근래에 들어 감각에 관     

한 기술화의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풍부한 경험을 위한 패션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개되     

고 있다(Faria et al., 2019; “20 Trends”, 2020).

셋째, 패션이 예술성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테크놀로지제이션     

의 독창적인 가치가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Faria et al.(2019)의     

연구에서는 패션과 기술의 결합을 통해 대중의 호기심과 놀라     

움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으며, 예상하지 못한 창     

의성을 만들어내기 위해 전략적으로 신기술을 적용한다고 밝혔     

다. Kim and Park(2012)은 테크놀로지와의 접목이 획일적인     

기법에서 탈피하여 타 영역과의 융합, 이질적인 요소 간 접목,     

조형적 변형과 기발한 혁신을 실현하는 창의적 방안이 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예술적 기술 표현은 창작자의 사유와 개념     

을 담아 패션에 대한 환상적 몰입을 높이고, 패션 그 자체를     

작품화하는 양상으로 이어져 왔다(Han & Kim, 2015).

넷째, 테크놀로지제이션은 패션의 대상이 물질적 차원에서     

비물질적 차원으로 이동하는 변화를 촉진한다. Han and     

Kim(2015)은 현대 패션에서 대상의 범주를 확대하는 디지털 기     

술이 물질적 형상을 넘어 새로운 이미지를 생산하는 비물질적     

특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디지털의 비물질성은 실재와     

가상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면서 새로운 차원의 경험을 가능     

하게 한다. Crewe(2013)의 연구에 따르면 신기술로부터 시·공     

간을 초월하는 가상의 패션 세계가 점진적으로 향상되면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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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시장의 법칙에 대한 새로운 재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물리        

적인 존재와 공존하는 디지털 패션의 진화를 사회적으로 이해       

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테크놀로지제이션의 특성은     

패션에서 나타나는 기능성, 상호작용성, 예술성, 비물질성 측면      

에 근거하여 세부적인 가치를 부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감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4가지 측면은 사례연구의 개방 코딩 과정에        

서 개별 사례 간 그룹화 작업의 기준으로 삼았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논제인 테크놀로지제이션은 인간의 주체적 의지      

와 가치가 개입하여 다양하게 표출되는 사회 문화 현상이므로,       

일반화된 법칙을 검증하는 양적 연구가 아닌 새로운 현상을 야        

기하는 상황적, 환경적 변화 요인의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적 상        

호작용을 통해 경험하는 의미를 읽어내는 질적 연구로 살펴보       

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사        

례연구를 병행하였다. 문헌연구로는 현상 분석의 초석이 되는      

이론적 틀을 마련하고자 패션과 패션 제품의 본질적 개념 및        

특성에 대한 패션 학자들의 이론, 패션 저널에 실린 관련 논문,         

전문 서적(Evans, 2013; Finkelstein, 2005; Kawamura, 2018;      

Svendsen, 2013)을 살펴보았고, 국내외 기술철학, 공학, 사회학,      

인문학, 미학 관련 학자들의 저서와 선행연구(Chin, 2010;      

Crewe, 2013; Dejnaka, 2017; Han & Kim, 2015; Kim &         

Kim, 2018; Seymour, 2008; Thurlow & Bell, 2009; Zacher,        

2017) 등을 통해 테크놀로지제이션의 학술적 개념 및 패션 시        

스템과의 관계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사례연구로는 개별 사례      

간의 연결된 개념과 의미를 도출하는 분석법으로 Strauss and       

Corbin(1997)이 제시한 개방 코딩(open coding)을 통해 귀납적      

으로 논리를 추론하는 연구 방법을 택하였다. 

3.1. 연구 범위

본 연구는 테크놀로지의 영향력이 탈물질화를 거쳐 지식 정       

보 측면에서 부가가치로 나타나는 시기에 주목하였다. 그리하      

여 Bell(1973/2006)과 Toffler(1980/2006)를 포함한 다수 학자     

의 주장에 기초하여 20세기 중·후반 정보 기술의 디지털 혁명        

을 거쳐 지적 기술의 성숙화를 통한 다방면의 융·복합이 실현        

된 21세기를 지식 정보 사회로 전환되는 기술 혁신의 구심점        

으로 보았다(Song & Kim, 2007). 이와 함께 사회적 기술화로        

소셜 미디어와 스마트폰의 보급이 시작되면서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 및 문화 환경의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대표적인 기        

점의 예로 페이스북(Facebook, 2004), 유튜브(Youtube, 2005),     

트위터(Twitter, 2006), 아이폰(iPhone, 2007)의 등장을 들 수      

있다. 이처럼 3차 산업혁명에 이어 4차 산업혁명으로 고도화되       

는 주요 시점을 종합하여 사례연구의 범위는 2007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등장한 사례로 설정하였다.

3.2. 분석 대상 및 사례 수집

연구의 분석 대상은 온라인 패션 미디어에 노출된 패션과 테     

크놀로지의 융합에 관한 국내외 패션 제품의 상용화 사례이     

다. 온라인 패션 미디어는 동시대의 사회 문화적 현상에 나타     

난 변화의 흐름을 신속하게 다루며, 텍스트를 통해 사실적 정     

보 및 다양한 담론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다각적인 인과관계     

를 포착하는 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기에 사례연구의 자료원     

으로 선정하였다.

먼저 온라인 패션 미디어를 통한 키워드 검색으로 1차 자료     

를 수집하였다. 사례 자료의 출처는 해외 온라인 패션 미디어     

로 보그 아카이브(archive.vogue.com), 뉴욕타임스 스타일    

(nytimes.com/section/style), CNN 스타일(edition.cnn.com/style)  

을 활용하였고, 국내 온라인 패션 미디어로 보그 코리아     

(vogue.co.kr), 엘르 코리아(elle.co.kr)에 한정하였다. 검색 키워     

드는 국·영문 단어인 ‘패션(fashion)’, ‘기술’, ‘테크놀로지     

(technology)’, ‘테크놀로지제이션(technologization)’을 기본으로  

하되, 하위 개념의 키워드로 ‘디지털(digital)’, ‘미디어(media)’     

를 보충하였고, 제목과 내용에 모두 포함된 자료를 기준으로 삼     

았다. 그리고 사례의 적합성을 판단하고자 국내외 대형 포털 사     

이트인 구글(google.com), 네이버(naver.com)와 각 브랜드의 공     

식 홈페이지에서 관련 기사 자료를 검색해 참고하였다. 그 결     

과, 192개의 기사 자료 중 54개의 유사하거나 동일한 제품 사     

례를 정리하여 1차적으로 138개의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후 연구 목적에 적합한 최종 사례를 선정하기 위하여 연     

구자의 재검토와 패션 전공 박사과정 3인의 검증 절차를 실시     

했다. 검증의 기준으로 패션 시스템 안에서 테크놀로지와의 융     

합을 통해 패션 제품의 본래 기능과 속성이 강화 혹은 확장되     

거나, 이전에 없던 특성이 부여되어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난 사     

례를 선별해 채택하였다. 이에 반하여 패션 제품의 고유한 특     

성과 관련 없이 단순히 과학적인 측면에서 신기술을 적용한 사     

례, 퓨처리즘과 같이 미래주의 표현의 일환으로 패션 제품 디     

자인의 컨셉 및 조형 요소에서 기술의 상징적 이미지를 묘사하     

거나 시각화한 사례는 테크놀로지와의 융합을 거쳐 근본적인     

외적  ·  내적 변화가 일어나는 테크놀로지제이션의 개념으로 판     

단하기에 부적합하여 제외하였다. 그 결과, 총 106개의 사례를     

추출해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3.3. 분석 방법

개방 코딩은 인위적인 가설 조작이나 통제 없이 수집된 원     

자료를 구체적으로 해체, 검토, 비교하면서 밝히고자 하는 특정     

현상에 대한 개념의 속성과 수준을 자료 내에서 범주화하여 분     

석 결과를 얻는 방법이다(Strauss & Corbin, 1997). 이를 토대     

로 본 연구는 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가 미비한 상황에서 거대     

이론에 기초하기보다는 사회 현상에 밀착된 새로운 개념과 의     

미 작용의 발견에 주안점을 두었다.

개방 코딩을 통한 분석의 절차는 개념, 하위 범주, 핵심 범     

주 순으로 코딩 과정을 거쳤으며, 이때 주관적 판단의 오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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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하고자 코딩 단계마다 문헌 자료의 학문적 전제와 미디어       

자료의 텍스트 간에 반복적 비교를 실시해 분석의 객관성을 유        

지하고자 했다. 먼저 사례 자료를 수집한 온라인 패션 미디어        

의 기사를 참고해 세밀하게 내용을 검토하였고, 각각의 사례 간        

유사한 속성을 의미 단위로 하여 개념을 형성했다. 이에 개념        

화는 패션의 본질적 특성에 근거하여 기술 혁신의 영향으로 달        

라진 패션 시스템의 환경적 배경 요인과 그 안에서 패션 제품         

의 사회 문화적 속성에 관여하는 행위 주체자로서 생산자와 소        

비자의 변화 요인을 바탕으로 유사 속성을 분류했다. 다음으로       

개별 개념 간의 그룹화를 거쳐 하위 범주를 생성하는 1차 코         

딩의 기준은 패션과 기술 융합에 의해 패션 제품의 영역에서        

새롭게 나타난 행동 양식, 사고, 가치관을 압축하는 공통된 특        

성으로 했다. 마지막으로 1차 코딩에서 발견한 하위 범주 간     

의 내용과 의미를 다각적으로 조합, 해석하여 상위의 범주로     

구조화하는 2차 코딩을 통해 핵심 범주를 추출하였으며, 1, 2차     

코딩의 결과는 패션 전공의 박사과정 2인의 타당성 검증을 받     

았다.

4. 패션 제품에 나타난 테크놀로지제이션의

특성과 의미 분석

이론적 배경에서 고찰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패션의 본질적     

특성에 테크놀로지제이션의 개념을 대입하여 수집한 사례의 개     

방 코딩을 진행한 결과, Table 1과 같이 106개의 사례로부     

 
Table 1. The result of open coding

Main category Subcategory Codes
Number of 

cases

Expansion of physical 
functions and 

categories

Expansion of physical function through    

control of behavior regarding the    
wearer's life and environment

Expansion of physical control functions according to the needs of         
consumers' lifestyle

44

Popular commercialization of smart fashion by adding convenient       

functions necessary for daily life

High functionality of products suitable for special surrounding       
environments and situations

Functionality of smart fashion that    
induces improvement of wearer's body    

control and ability

Control of body functions from measurement of biosignal through        

wearable devices

Useful information to guide the wearer's body management and ability         
improvement through the attachable sensor

Expansion of the category of fashion     
products through diversified convergence   

beyond industry boundaries

Expansion of the category of fashion products by realizing new         

materials, functions and ideas from technology

Expansion of boundaries between industries through the fashionization       

of electronic products

Differentiation of multifaceted convergence of technology based on       

aesthetic beauty and fashionableness

Interaction with 
emotional sensibilities 

Aesthetic visualization that closely   

interacts with the wearer's body and     

emotion

Aesthetically reinterpreted by monitoring the emotional state of the        

wearer’s body with a sensor

32

Visually express the invisible human inner psychology by closely        

measuring the biological response

Maximization of the expression through    

communion with external senses and    

environmental factors

Expressing variable images with sensing technology that      

communicates with external gaze and senses

Aesthetic transformation of appearance that recognizes changes in       

natural environmental factors from technology

The formative transformation of   

fashion products and expansion of    
meaning through psychological  

intervention of the wearer and observer

Deformation of the design according to the intentional mechanical        

manipulation of the wearer and others in the external environment

Expansion of formative variability of fashion products by adding        

meaning to the observer's thoughts and impressions

Artistry through

combination with 

technologies

Artistic differentiation through the   

combination of handicraft and   

technology

Creative art by combining craftsmanship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19Fashion designers and technical experts collaborate to seek       
modernization of craftsmanship through the meeting of fashion and        

technology

Digital goods: CGI 

fashion

CGI fashion as an immaterial goods     

experienced digitally

CGI fashion to which the concept of a new immaterial digital goods           

that symbolically consumes images

11CGI fashion products that can only be worn digitally

CGI fashion products that symbolize the value of visual consumption         

culture as a means of self-expression in digital media

4 main categories 8 subcategories 19 codes 106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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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19개의 개념, 8개의 하위 범주, 4개의 핵심 범주를 도출하         

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차 코딩에서는 사례 자료의 텍스       

트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패션 테크놀로지의 속성에 관       

한 유의미한 문장을 추출해 19개의 주요 개념으로 분류하였       

고, 이를 다시 유사 의미의 단위로 묶어 8개의 하위 범주로 그          

룹화하였다. 2차 코딩에서는 하위 범주의 특성이 공통적으로      

함의하고 있는 대표 키워드를 도출한 후, 앞서 이론적 배경에        

서 제시한 패션 시스템에 적용된 테크놀로지제이션의 4가지 특       

성을 참고하여 최종적으로 4개의 핵심 범주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기술적 동향 및 특징에 관한 분석보다는 패션 제         

품의 사회 문화적 속성과 기술 융합이 맞물려 형성되는 창의적        

부가가치의 발현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바탕으로 사례 분석의       

결과는 연구자가 정리한 4개의 핵심 범주인 물리적 기능과 범        

주의 확장(Table 2), 감각적 상호작용(Table 3), 테크놀로지와의      

결합에 의한 예술성(Table 4), 디지털 재화로서 CGI(Computer      

Generated Imagery) 패션(Table 5)에 나타난 테크놀로제이션의     

특성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4.1. 물리적 기능과 범주의 확장

현대 패션과 테크놀로지의 융합은 다양화된 욕구 표출과 새       

로운 편의 경험을 충족하는 다기능의 스마트 패션 제품을 출현        

시켰고, 이에 나타난 테크놀로지제이션의 첫 번째 핵심 범주는       

패션 제품이 지닌 물리적 기능과 범주를 확장하는 특성으로 규        

정할 수 있다.

물리적 기능을 확장하는 측면에서 패션 제품의 테크놀로지      

제이션은 단순히 신체를 감싸거나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의       

복의 기본적인 기능을 뛰어넘는 것을 의미하며, 특정한 목적을     

가진 스마트 패션을 중심으로 다양한 응용 사례가 확인되었     

다. 이는 착용자의 외부적, 내부적 요인에 따라 기능 확장의 양     

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착용자를 기준으로 외부적 요인인 주변 환경과 생활에     

연관된 행동을 유연하게 제어하는 패션 제품의 테크놀로지제이     

션은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입각하여 상황에 맞는 압축된     

기능을 담아내는 데 집중하였다. 남성 정장 브랜드 로가디스     

(Rogatis)는 KT의 NFC(Near Field Communication) 태그를     

재킷 내부에 삽입한 ‘스마트 슈트 2.0(2014)’를 선보였는데, 앱     

과 연결 시 이메일과 명함의 무선 전송이 가능하고 간단한 터     

치로 에티켓 모드를 지원하는 등 정장을 주로 착용하는 직장인     

의 생활을 감안한 실질적 기능을 부가하여 스마트 패션 제품의     

대중적 상업화를 모색했다(Yoo, 2015). 리바이스(Levi’s)에서 출     

시한 Image 1의 ‘Commuter Trucker Jacket(2017)’ 또한 왼쪽     

소매 부분의 전도성 섬유와 소형 디바이스인 자카드 스냅 태그     

를 탑재해 손쉬운 제스처 인식을 통한 스마트폰 제어의 기능을     

부가하였는데, 제한적 기능이 아쉽다는 일부 소비자 후기가 있     

었으나 대부분 실생활에서 간편한 편의 기능에 만족을 표하며     

스마트 패션 제품의 일상화의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었다     

(Poupyrev, 2017).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사례로, 코오롱스포츠     

는 2020년 극한 환경에서의 생존에 대비한 기능성 소재, 방수     

및 흡습 기능, 스마트폰 없이도 여러 정보를 확인 가능한     

‘Ver.09 라이프텍 재킷’을 공개했으며, 아웃도어 스포츠웨어의     

특성상 기후 변화, 조난 대처, 생명 보호를 목표로 하는 첨단     

테크놀로지가 적용된 고기능성 제품을 선보이면서도 패션성을     

Table 2. Expansion of physical functions and categories

Representative image 

Image 1. Levi's, Commuter Trucker 

Jacket(Poupyrev, 2017). www.blog.google

Image 2. Skin, Smart underwear(Lewak, 2018). 

www.nypost.com

Image 3. Nadi X, Smart yoga pants(Caddy, 

2017). www.wareable.com

Image 4. DVF, Google glass(Howarth, 2014). 

www.dezeen.com

Image 5. Opening Ceremony x Intel, 

MICA(Bilton, 2014). www.nytimes.com

Image 6. Louis Vuitton, Wireless 

earphones(Imboldn, 2019). www.imboldn.com

Features

Technological expansion of fashion products that satisfy practical functions and aesthetic values suitable for various needs and commercial properties 

of consumers



패션 제품에 나타난 테크놀로지제이션 - 온라인 패션 미디어에 게재된 사례를 중심으로 -  21  

  

  

  

 

   

   

    

   

  

  

 

   

   

 

 

  

    

   

   

   

    

   

   

  

  

    

 

  

  

     

   

 

   

 

   

 

  

   

    

  
겸비한 특색 있는 디자인으로 호평을 받았다(Kwak, 2020). 이       

와 같이 테크놀로지제이션을 통한 패션 제품의 물리적 확장은       

일상생활 속에서 손쉽게 활용 가능하거나 명확한 편의성을 가       

진 기능으로 구현될 때 실용적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나         

아가 디자인 측면까지 충분히 고려될 때 긍정적 반응을 얻을        

수 있었다.

다음으로 착용자의 내부적 요인인 생체 신호에 따라 지능형       

테크놀로지가 적용된 패션 제품은 신체의 기능을 조절하거나      

확장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제품은 초소화된 부착형 웨어       

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하며, 주로 언더웨어와 액티브 스포츠웨      

어 브랜드의 사례에서 나타났다. 크로맷(Chromat)과 인텔(Intel)     

의 2016 SS ‘Aero Sports Bra’는 형상 기억 합금 기술을 통          

해 신체에서 나타나는 온도 변화를 감지하여 섬유의 미세한 공        

기구멍이 실시간으로 열리고 닫히면서 향상된 체온 조절 기능       

을 선보였다. 스킨(Skin)에서 출시한 Image 2의 스마트 속옷       

(2018)은 심박수, 체온, 압력, 움직임, 체지방, 수분을 추적하는       

센서와 무선 충전 모듈을 부착해 신체 반응을 탐색하고, 반응        

데이터를 스마트폰 앱과 연동시켜 착용자의 활동, 스트레스 수       

준, 수면, 운동량을 관리하는 기능을 구현했다. 액티브 스포츠       

웨어의 사례로, 랄프로렌(Ralph Lauren)의 ‘Polo Tech Shirt      

(2014)’는 옴시그널(omsignal)의 부착형 센서를 통해 심박수, 호      

흡, 칼로리 등 주요 생리적 신호를 기록하고, 이를 스마트폰으        

로 스트리밍하여 과학적으로 운동 강도를 조절하며, 착용자의      

상태를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연결하였다. 웨어러블 엑       

스(Wearable X)는 통합 센서와 가속도계가 요가 동작을 분석       

하여 착용자에게 유도 진동을 보내 자세를 교정해주는 햅틱 결        

합형 레깅스인 Image 3의 ‘Nadi X(2018)’을 선보였다. 이처럼       

착용자의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하는 사례는 생체리듬      

에 밀접하게 관여하면서 신체 능력과 연관된 특정 기능을 구사        

하였으며, 이때 웨어러블 기기는 착용성과 패션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축소되고 감춰진 형태로 숨겨졌다. 이        

는 세밀한 감지기술로 데이터에 기초하여 착용자의 긍정적 신       

체 변화를 목표로 하며, 개인 맞춤 관리 서비스의 유용성을 높         

이면서 신체적 기능 확장에 도움을 주었다.

한편 패션 제품의 범주를 확장하는 측면에서 테크놀로지제      

이션은 패션의 새로운 소재, 기능, 아이디어를 가능하게 함으로       

써 소비자가 기대하는 패션 제품의 영역을 넓혔다. 2000년대       

중반 소형화된 웨어러블 기기의 등장과 애플(Apple)에서 출시      

한 아이폰의 패션화로 전자 제품이 견인하는 웨어러블 테크놀       

로지의 혁신을 경험하면서 스마트 패션 제품이 다각적으로 개       

발되었고, 이에 패션과 전자 제품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패션 제품이 차별되는 핵심 요인 중 하나로 미적        

아름다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Seymour, 2008).    

Image 4는 다이앤 본 퍼스텐버그(Diane Von Furstenberg)가      

온라인 플랫폼 네타포르테(Net-a-Porter)에서 판매한 Image 4     

의 ‘Google Glass(2014)’로 회자가 될 만한 기능과 혁신적인       

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좋지 않았고, 그 이유로       

대부분의 소비자가 아름답지 않은 외관을 지적하면서 첨단 테     

크놀로지의 기능에 앞서 매력적인 디자인이 더욱 중요한 패션     

제품의 외적 속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Mosendz, 2014). 이에     

반하여 2015 SS 오프닝 세레모니(Opening Ceremony)와 인텔이     

협업한 Image 5의 스마트 뱅글 ‘MICA’는 뛰어난 기능과 더불     

어 패션 디자인에 심혈을 기울인 사례로 꼽히며 인텔의 전문적     

인 스마트 밴드 기능을 베이스에 두고 18K 도금 처리한 금     

속, 뱀가죽에 장식된 진주, 청금석, 호안석, 흑요석 등 디자이     

너의 특별한 감각을 잘 표현했다는 평을 받았다(Bilton, 2014).     

또한 구찌(Gucci)와 윌아이엠(Will.I.Am)의 ‘스마트 밴드(2015)’,    

루이비통(Louis Vuitton)에서 출시한 Image 6의 ‘Horizon     

Wireless Earphones(2020)’ 등 IT 기업의 웨어러블 기기에 대     

항하는 다양한 패션 제품이 지속해서 출시되고 있다.

이상으로 패션 제품의 테크놀로지제이션은 물리적 기능과 범     

주의 기준을 유연하게 확장하는 특성을 지니며, 패션 제품이 소     

비재의 경제적 가치를 발현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니즈와 상업     

성에 부합하는 실용적 기능을 개발하려는 목적에서 나타났다.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가 기능적 가치는 패션이 지     

닌 필요 취향 중 일부라 하였듯이(Svendsen, 2006/2013), 비즈     

니스 측면에서 패션 제품의 혁신적인 기능은 주요 조건 중 하     

나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첨단 기술이 적용된 패션 제품     

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기에 소비자의 입     

장에서 매력적이지 않은 기능이라면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으     

며, 이는 스마트 패션 제품이 일상에 밀접히 관여함에 따라 생     

활 속 기능과 패셔너블한 디자인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밝힌 선     

행연구(Suh & Roh, 2015)의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유용한 패션 테크놀로지의 기준은 기술 사회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압축된 편의를 담아내며, 취향에 맞는 경험을     

풍부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타 산업과의 경계     

가 흐려지면서 패션 제품에 적용된 테크놀로지제이션의 차별적     

경쟁력을 위해서는 기능적 욕구와 더불어 미적 패션성의 가치     

를 충족해야 함을 알 수 있다.

4.2. 감각적 상호작용

패션 제품에 적용된 테크놀로지제이션의 두 번째 핵심 범주     

는 패션의 아이디어와 메시지가 의복에 투영되는 심미적  ·  사회적     

가치에 기인하는 것으로, 의복을 매개로 하여 인간 내면에 잠     

재된 감각을 외형적으로 활성화해 감각적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는 특성이다. 이는 패션의 언어를 외연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패     

셔너블한 기술을 도구로 활용한 사례로부터 나타났으며, 이에     

해당하는 패션 제품의 기술적 형상은 제품 본연의 실용적 기능     

보다는 리얼타임에서 변화하는 인간의 오감을 어떻게 미학적으     

로 개념화하여 전달할 것인가에 의미를 두고 이루어졌다. 이러     

한 감각적 상호작용은 심리적 변화가 발생하는 주체에 따라 다     

음과 같이 착용자, 외부 환경, 관찰자 중심의 3가지 하위 범주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착용자를 중심으로 감각을 표상하는 패션 제품은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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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중추적 플랫폼으로 하여 부착된 센서로 착용자의 심리 상태        

를 모니터링하고, 생체 인식의 생물학적 기술을 통해 감지되는       

신체 변화의 수준에 따라 감각적 요인을 시각화하였다. 이와 같        

은 패션 제품의 테크놀로지제이션은 착용자의 내면과 교류하며      

발현되는 감각의 상태를 의복의 조형적 요소로 표출함으로써      

개인의 경험을 감성적으로 공유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생체        

모방의 개념이 적용된 Image 7은 2016 SS 뉴욕 패션 위크에         

서 크로맷과 인텔이 공개한 ‘Adrenaline dress’로, 초소형의 인       

텔 큐리® 모듈 TM이 내장되어 땀, 체온, 호흡, 아드레날린의        

감지 정도에 의해 3D 패널과 확장되는 탄소 섬유의 프레임워        

크가 반응하면서 형태와 구조가 달라졌다. 드레스가 신체에 착       

용된 순간부터 테크놀로지는 신체 조직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      

는 인지경험을 데이터로 변환해 전달하고, 디자이너는 데이터      

를 다시 미학적으로 해석하여 패션화했다. The Unseen과 스와       

로브스키(Swarovski)가 협업한 Image 8의 ‘Vicenza headpiece     

(2014)’는 뇌파를 통한 물리적 반응에 주목한 사례로, 착용자의       

뇌 활동에 의한 열에너지가 4,000개 이상의 개별 스와로브스키       

젬스톤에 흡수되어 각기 다른 색상으로 시시각각 변화하면서      

인간이 지각하는 복잡한 사고 체계를 형상화하였다(Gust,     

2014). Image 9처럼 아누크 비프레흐트(Anouk Wipprecht)의     

‘Pangolin dress(2020)’ 또한 EEG(Electro Encephalography)    

기반의 뇌파 감지 센서를 탑재하여 뇌-컴퓨터 인터페이스에 의       

해 착용자의 뇌 신호에 따른 드레스의 색상과 형태의 변화를        

조형적으로 보여주었다(Sher, 2020). 이러한 패션 제품은 신체      

와 정신이 연결된 연속적 관계임을 전제로 하며, 자연적인 신        

체 반응을 기반으로 착용자의 정서, 사고를 이미지화해 의미를       

전달하는 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외부 환경의 자극으로 생성되는 착용자의 내면 변       

화를 데이터화하여 패션 제품에 상징적으로 반영하였다. 여기      

서 패션 제품의 외적 변화는 착용자와 외부 환경 간 서로 영향          

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의 결과로, 착용자의 기분을 가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Kim & Kim, 2018). 잉 가오(Ying Gao)     

가 선보인 ‘(No)Where (Now)Here’ 프로젝트의 ‘Interactive     

Dress(2013)’는 외부 시선에 작동하는 아이트래킹 기술을 접목     

해 광발광 섬유의 발광 효과를 심미적으로 전달했다. 또 다른     

예로, Image 10의 ‘Incertitudes Dress(2013)’는 패브릭을 덮은     

금속 핀이 특정한 소리에 활성화되어 움직이면서 외관이 다채     

롭게 변형되었다. 로렌 보커(Lauren Bowker)는 열, 빛, 바람     

및 환경적 변화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특수 잉크를 개발하여     

2015년 Air 컬렉션에 적용하였다. 이렇게 주변 환경 요인에 따     

라 동적 움직임, 시선, 소리, 촉각 등 착용자의 오감 반응과 결     

합한 패션 제품은 시각적으로 기호화된 메시지를 전하는 새로     

운 방식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기술 연동을 활용한 기계 조작에 의해 착용자 뿐     

만 아니라 관찰자의 심리적 관점이 주체적으로 개입되면서 패     

션 제품의 새로운 외형적 변형과 의미작용이 더욱 확장되었     

다. 이는 패션 제품이 관심의 대상으로서 사회적으로 의미가     

형성되고 상징적인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수행한다는 특성과 연     

관지어 이해할 수 있다. 큐트서킷(CuteCircuit)의 2014 FW 컬     

렉션에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옷에 부착된 스마트 섬유의 색     

상과 빛의 밝기를 자유자재로 제어할 수 있는 드레스와 스커트     

를 선보여 의식적 참여가 만들어내는 심미적 효과가 나타났     

다. 관찰자의 사고, 인상에 의한 의미가 부가되어 패션 제품의     

조형적 가변성이 확장된 사례로, 마르케사(Marchesa)와 IBM이     

함께 개발한 Image 11의 ‘Cognitive dress(2016)’는 API 연동     

을 통해 타자가 입력한 실시간 트윗(tweet)의 반응에 따라 드     

레스 표면에 부착된 LED 조명의 컬러가 형형색색 바뀌도록 제     

작되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미적 측면에서 착용자와 관찰자 간     

의 감성적 교류에 부응하도록 제품 디자인의 변화무쌍한 조작     

이 이루어져 가변적 표현을 실현하였다. 이처럼 외부 관찰자와     

의 감각적 상호작용을 활용한 테크놀로지제이션은 타자와의 정     

서적 소통을 유연하게 유도하며 예상하지 못한 다채로운 미적     

Table 3. Interaction with emotional sensibilities 

Representative image 

Image 7. Chromat x Intel, 

Adrenaline 

dress(Experientia, 2017). 

www.medium.com

Image 8. The Unseen, 

Vicenza headpiece(Gust, 

n. d.). 

www.seetheunseen.co.uk

Image 9. Anouk Wipprecht, 

Pangolin dress(Wilson, 

2020).   

www.fastcompany.com

Image 10. Ying Gao,    

Interactive dress(Gao, 2013). 

www.yinggao.ca

Image 11. Marchesa x IBM, 

Cognitive dress(“Marchesa 

and Watson”, n. d.). 

www.ibm.com

Features

Convergence technology that converts one garment into various images to amplify the expressive power of fashion and the role of an interactive 

network that expresses symbolic communication with sensuous sig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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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즉각적으로 창작하는 데 기여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요약하면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외부와의 감각적 상호       

작용의 범주에서 패션 제품의 테크놀로지제이션은 하나의 의복      

을 다변적 이미지로 전환하여 패션 미학의 표현력을 증폭시키       

고, 감각적 기호로 상징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표출하는 네트워      

크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패션 제품은 앞서         

살펴본 상업적 재화의 목적과 달리, 인간과 패션을 유기적 존        

재로 간주하고 심미적 아이디어와 표현의지를 창의적으로 전달      

함에 가치를 두었다. 또한 인간의 감각을 매개하는 테크놀로지       

의 특성을 이용한 패션 제품은 정형화된 구조 및 형상을 탈피         

하는 것에서 나아가 디지털이 보편화된 현대 사회에서 참신한       

경험과 동시 교류를 통해 사회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이는 IT 기술과 융합된 패션이 착용자의       

표현 의지와 타인의 심리적 변화를 드러내는 상호작용의 결과       

이자 커뮤니케이션의 기호로서 긍정적 효과를 발휘한다고 밝힌      

선행연구(Kim & Kim, 2018; Suh & Roh, 2015)의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패션은 제품을 매개로 개인 혹은 집단 간 서         

로 의미를 나누며 커뮤니케이션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가      

생성되므로(Lee & Kim, 2019), 테크놀로지제이션을 통한 감각      

적 상호작용의 특성은 양방향으로 교감하는 첨단 기술의 장점       

을 취하면서 새로운 미적 소통 방식을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3. 테크놀로지와의 결합에 의한 예술성

세 번째 핵심 범주는 테크놀로지와의 결합에 의한 예술적 특        

성으로, 전통적인 수공예와 혁신적인 테크놀로지의 접목을 통      

해 차별적인 예술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역사적      

으로 패션은 기존과 다른 새로움을 창조하려는 디자이너의 열       

망과 독창성을 내포해왔으며, 이를 토대로 종종 예술과 대등한       

위치를 주장해왔다. 패션의 예술성을 강화하는 방식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왔는데, 그 중 테크놀로지 환경에서 연출되는       

패션 제품은 고전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현실의 이미지를 초월     

하는 새로운 예술 작품의 모습을 가능하게 하였다(Han & Kim,     

2015). 이와 관련하여 니콜라 제스키에르는 럭셔리 패션 하우     

스의 헤리지티가 담긴 핸드메이드 기술과 첨단 테크놀로지의     

과감한 결합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Could Your Next     

Luxury”, 2016). 이러한 논점은 패션 아틀리에를 중심으로 상     

반된 입장에 따라 각기 다른 행보를 보였는데, 일부는 테크놀     

로지가 예술성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반면에 일부는 테크놀로지     

의 혁신성이 참신한 대안을 가져올 것이라 전망하며 진취적인     

기술 수용으로 패션 제품의 변화를 모색하였다. 패션 제품의 테     

크놀로제이션에 나타난 예술적 가치는 후자에 해당하는 입장으     

로 전통과 혁신 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인간, 패션, 테크놀로지 간 관계에 대한 선구적인 패션의 담     

론을 제시해온 후세인 살라얀은 모리츠 발데마이어(Moritz     

Waldemeyer)와 함께 크리스털과 LED 빛으로 변화하는 2007     

FW ‘Video Dress’, 스와로브스키와 모터 구동식 레이저 광선의     

발산을 통해 공간성을 표현해낸 Image 12의 2008 SS ‘Laser     

Dress’ 등 테크놀로지의 효과를 적절히 활용해 철학적 사유를     

표현함으로써 패션 제품을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전달하였다.     

첨단 테크놀로지와의 접목으로 옷의 형태와 기능을 전위적으로     

변형하고 신체를 둘러싼 공간에 대한 개념적 내러티브를 확장     

하여 새로운 하이테크 패션(high-tech fashion)의 미학을 반영했     

다. 3D 프린팅 기술로 독자적인 영역을 넓히고 있는 아이리스     

반 헤르펜(Iris Van Herpen)은 테크놀로지가 독창적 사고의 세     

계를 열어주기에 첨단 테크놀로지와 전통적인 헤리티지가 조화     

를 이룰 때 폭넓은 창작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Iris Van Herpen”, 2018). 조형적 형태의 입체적 조화가 참신한     

2012 FW Capriole 컬렉션, 기괴하고 몽환적인 아름다움을 보여     

주는 Image 13의 2013 SS Voltage 컬렉션, 섬세한 패턴의 주     

기적 연속으로 환상성을 담은 Image 14의 2019 FW Hypnosis     

Table 4. Artistry through combination with technologies

Representative image 

Image 12. Hussein Chalayan, Laser dress(Moore, 

2012). www.dezeen.com

Image 13. Iris Van Herpen 2013 SS(Persson, 

2017). www.vogue.com

Image 14. Iris Van Herpen 2019 FW(Phelps, 

2019). www.vogue.com

Features

Artistic expression of fashion aesthetics and new inspiration by combining craftsmanship with creativ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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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렉션처럼 패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독특한 재료와      

테크놀로지를 통한 과감한 표현으로 제품의 창의성을 구현하였      

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시즌마다 엔지니어, 아티스트, 과학자,      

건축가 등 다양한 기술 분야의 전문가와 협업하며, 패션과 과        

학 기술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도전을 통해 현대적인 장인정신       

을 인정받아 새롭게 패션 제품의 예술적 가치를 높이고자 하였        

다. 이외에도 줄리아 쾨르너(Julia Körner)와 같이 수공예로 불       

가능한 독특한 3D 프린팅 공법을 개발하는 등 디자이너의 상        

상력을 예술 그 이상의 새로운 창작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이        

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으로 패션 제품에 나타난 테크놀로지제이션의 예술적 아      

우라는 섬세한 수공예 공법에 창의적인 테크놀로지의 기법이      

더해져 실험적인 영감을 불어넣는 미적 표현을 통해 제시되었       

다. 이는 예술의 영역에서 현대 패션의 새로운 감흥과 차별화        

된 표현 양상을 보여주는 데에 테크놀로지의 효과가 탁월하다       

는 선행연구(Faria et al., 2019; Han & Kim, 2015)와 일치하         

는 결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테크놀로지제이션의 기술적 방안      

이 디자이너의 표현 욕구를 단순한 재현이 아닌 자유로운 방식        

으로 해방시킨다는 점에서 유용하더라도 결국 패션 제품의 독       

자적인 예술성은 기법에 앞서 디자이너의 비범한 발상의 영향       

에 따라 더욱 가치 있게 발휘됨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패          

션 제품이 지닌 헤리티지의 예술성은 디자이너의 창의적 역량       

을 바탕으로 표출되며, 이를 새로운 형태로 드러내는 과정에서       

테크놀로지의 강력한 파급력이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4. 디지털 재화: CGI 패션

패션 제품의 사회 문화적 속성 중 상징적 소비 대상의 가치         

를 부각하는 테크놀로지제이션의 특성에 따라 네 번째 핵심 범        

주인 디지털 재화로서의 CGI 패션 사례가 나타났다. CGI는 컴        

퓨터로 제작된 그래픽 이미지를 뜻하며 주로 3차원의 이미지       

를 지칭하는데, 이에 CGI 패션은 3D 디지털 이미지와 AR        

(Augmented Reality) 기술이 만나 등장한 산물을 의미한다.      

CGI 패션 제품은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생산하는 비물질적 형     

상이 실재하는 대상과 동일하게 여겨지면서 가상의 이미지임에     

도 불구하고 실재적 존재와 같은 영향력을 발휘하며, 근래에 들     

어 실물 자산과 동등하게 화폐로 거래되기에 재화의 한 형태로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을 Baudrillard(1981/     

2001)가 주장한 하이퍼리얼리티(hyperreality)에 의한 시뮬라시    

옹(simulation)에 대입해보면 CGI 패션 제품은 시뮬라크르     

(simulacra)로의 현실 그대로를 마주하는 경험을 만들어내고, 이     

에 따라 CGI 패션 제품을 소비하는 행위는 디지털 이미지에     

새로운 기호를 부여해 자율성을 획득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디지털 패션 하우스를 표방하는 더 패브릭캔트(The Fabricant)     

의 3D 디지털 드레스 ‘Iridescence(2019)’는 구매자가 보내온     

사진에 맞춰 단 한 벌로 맞춤 제작되었고, 구매자는 Image 15     

와 같이 드레스를 착용한 이미지를 소장하였다. 이 드레스는 블     

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NFT(Non-Fungible Token) 거래로 관심     

을 받았는데,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뜻하는 NFT는 보편적인     

암호 화폐와 달리 개별 토큰마다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저작권을 식별하고 희소가치를 부여받아 예술, 스포츠, 음악 등     

다방면의 문화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García-Hodges &     

Dasrath, 2021). 이러한 NFT가 적용된 Iridescence 드레스는     

구매자로 하여금 거래에 관한 모든 정보 확인과 해당 제품의     

독점적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공식적으로 CGI 패션     

제품이 새로운 자산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     

는 사례다. Image 16은 칼링스(Carlings)의 디지털 전용 컬렉     

션 ‘Neo-Ex(2019)’로, 무한대로 생산할 수 있는 CGI 패션 제     

품임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재고로 출시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     

은 본래 물질적 제품이 지닌 유한한 속성을 재현하고 희소성     

있는 패션 제품의 가치를 더하면서 구매 심리를 자극하는 것으     

로 이해할 수 있다. 구찌와 워너(Wanna) 사와의 협업으로 공개     

된 Image 17의 ‘Gucci Virtual 25(2021)’은 구매 후 증강 현     

실을 통해 스니커즈를 착용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해 온라인     

 
Table 5. CGI fashion as digital goods

Representative image 

Image 15. The Fabricant, Iridescence dress(Islam, 

2019). www.forbes.com

Image 16. Carlings, Neo-Ex collection(Bird, 

2019). www.forbes.com

Image 17. Gucci, Gucci Virtual 25(Mitchell, 

2021). www.dailymail.co.uk

Features

CGI fashion products that satisfy the symbolic needs of fashion and innovatively realize the boundaries of physical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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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게 제작되었다. 이 스니커즈는       

NFT 거래가 도입되지 않아 제품의 소유권 없이 단순히 가상으        

로 신어볼 수 있는 권리만 부여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가상 플         

랫폼 VR 챗(VRChat), 로블록스(Roblox) 및 구찌의 브랜드 공       

식 앱에서 활발하게 판매되었다. 이는 현실에서 접하는 구찌 제        

품에 비해 부담되지 않는 가격을 지불하고 자신만의 착용 이미        

지를 얻을 수 있으며, 가상 세계에서 패션 제품을 통해 취향을         

자유롭게 과시하는 표현 방식이자 소비문화로 나타났다. 

이처럼 디지털 재화로서 CGI 패션 제품은 온전히 디지털의       

방식으로 착용하고 이미지로 경험 가능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테크놀로지제이션의 비물질화 경향으로 인해 물질적 소비재와     

사회적으로 동등한 위치로 변화하고 있었다. 이는 최근 ICT 기        

술의 고도화로 등장한 3차원의 가상 세계인 메타버스      

(Metaverse)와 같이 현대인이 생활하는 사회적 공간의 개념이      

시·공간을 넘나드는 양상으로 변모하고, 소셜 미디어의 일상화      

에 의한 패션의 일회성 소비가 만연해지면서 가상의 방식이더       

라도 빠르게 착용해볼 수 있으며 부담 없이 쉽게 구매 가능하         

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미디어 플         

랫폼에서 패션 제품을 자랑하거나 자신만의 스타일을 노골적으      

로 표현하는 행위 자체를 즐기는 문화가 새로운 패션 커뮤니케        

이션의 기능을 한다고 본 선행연구(Faria et al., 2019; Park        

& Chun, 2021)를 토대로 볼 때, CGI 패션 제품은 가상 환경          

에서 과시하고 싶어 하는 상징적 욕구와 더불어 나보다 더 나         

를 표상하는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의 자아로 소통하는 현대       

인의 심리를 자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듯 CGI 패         

션 제품에 나타난 테크놀로지제이션은 외양으로 드러나는 패션      

의 속성을 통해 사회적 정체성이 수렴되고 자기표현을 목적으       

로 하는 소비문화와 연결되어 디지털 환경에서 물리적 제품의       

탈경계를 실현하는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5. 결  론

패션은 시대의 변화를 민첩하게 반영하여 새롭게 진보하는      

시스템으로 기술 사회의 맥락 안에서 테크놀로지로부터 변모한      

사회상을 투영하며 유기적으로 변화해왔다. 이에 본 연구는 패       

션과 테크놀로지의 긴밀한 관계로부터 다양한 융합의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현시점에서 패션 제품에 나타난 변화의      

한 축인 기술화 현상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다. 이를 위        

해 패션과 테크놀로지가 지닌 각기 다른 속성의 차이를 인정하        

고, 인간의 자유 의지가 개입해 패션과 테크놀로지가 사회 문        

화적으로 융합하는 새로운 변화의 특성과 의미를 알아보고자      

테크놀로지제이션의 개념에 대입하여 원자료로부터 개념, 하위     

범주, 핵심 범주를 도출하는 개방 코딩을 통한 사례연구를 진        

행하였다. 

패션 제품에 나타난 테크놀로지제이션의 특성은 물리적 기      

능과 범주의 확장, 감각적 상호작용, 테크놀로지와의 결합에 의       

한 예술성, 디지털 재화로서 CGI 패션의 4가지 핵심 범주로        

나타났다. 첫째, 물리적 기능과 범주의 확장은 테크놀로지를 이     

용해 패션 제품이 다양한 재료와 방식으로 전달되면서 인간이     

만끽할 수 있는 기능의 범위가 확대되고, 고전적인 의복의 범     

주에서 탈피함에 따라 패션 제품이라 인식하는 기준이 폭넓게     

정의됨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확장은 시장과 소비자의 필요와     

요구에 의한 상업성에 부합해야 가능한 것이었다. 둘째, 감각적     

상호작용의 특성은 신체로부터 시시각각 변화하는 인간의 내면     

과 인간을 둘러싼 외부 환경 및 관찰자의 의도적 개입에 의한     

정서적 감각을 감지해 패션 제품의 외형에 공감각적으로 투영     

함으로써 패션의 미적 표현과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극대화하였다. 셋째, 테크놀로지와의 결합에 의한 예술성은 독     

자적인 기술적 표현 방식을 접목하면서 디자이너의 창의적 욕     

망과 장인정신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패션 제품을 예술의 대상     

으로 지속해서 연결하는 발판이 되었다. 이는 헤리티지와 희소     

한 예술적 이미지의 제고에 기여하였다. 넷째, 디지털 재화로서     

CGI 패션은 제품이 물리적 물성을 넘어서 새로운 형태로 존재     

가능함을 뜻하며, 시각화된 이미지로 소비되는 현대 패션의 비     

물질적 속성을 반영하는 기제라 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패션과 테크놀로지     

의 융합으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경험의 범위와 수준이 다각     

적으로 증폭되며 테크놀로지제이션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것     

을 갈망하는 패션 시스템의 차별적 혁신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     

음을 확인하였다. 테크놀로지제이션은 패션 제품의 보편적 형     

식과 관행을 상쇄할만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실험적인     

방법으로 부가가치를 더하면서 패션이 지닌 사회 문화적 의미     

를 효과적으로 시각화하였다. 그리고 기능과 감성을 아우르는     

패션 제품의 특성에 맞게 심리적, 감각적 상호작용을 실현하여     

인간의 표현의지를 자유롭게 드러내고 이미지에 함축된 상징적     

소통의 영향력을 더욱 강력하게 전달했다. 이는 패션 제품이 의     

복이라는 1차적 의미에서 나아가 다양성을 아우르는 네트워크     

로서 기능하며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기술 환경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테     

크놀로지제이션의 창의성은 패션의 이상과 판타지를 스펙터클     

하게 확장하는 데 참신한 효과를 발휘하며, 패션 비즈니스 관     

점에서 본다면 이목 집중에 탁월한 전략적 원천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온라인 패션 미디어에 나타난 사례로 설정한 분     

석 대상이 다소 광범위하다는 점과 패션 제품의 다양한 유형에     

따라 테크놀로지제이션의 목표와 방향이 상이하게 드러난다는     

점을 심도 있게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연구의 대상     

과 범위를 좁혀 세분화된 유형별 테크놀로지제이션의 특성과     

가치를 확인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본 연구의 분     

석 과정에서 패션 제품에 특화된 테크놀로지의 사용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한 제한점이 있으므로 향후 사용자 관점     

에서 테크놀로지의 적합성을 검증하는 후속 연구 설계를 제안     

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테크놀로지의 특성을 패션에 적용하여 고     



26  한국의류산업학회지 제24권 제1호, 2022년

    

     

 

     

  

   

   

  

      

   

      

  

    

   

    

      

        

    

 

    

     

   

    

       

   

  

   

     

  

     

   

    

  
찰해온 기존의 연구 방식에서 벗어나 패션 시스템의 독자적 영        

역 안에서 패션과 테크놀로지의 상호 관계에 관한 상용화 사례        

를 면밀히 재고함에 있다. 이는 패션 제품에 나타나는 기술 혁         

신의 특성이 어떻게 패션 본연의 논리와 맞물려 표상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학문적 기초로 활용될 수 있으며, 패션 업계에        

서 테크놀로지의 실리적 가치를 판단해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        

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패션 제품이        

테크놀로지와 융합해 다방면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역량을 확      

장해나가는 과정을 분석한 연구 결과는 패션 산업뿐만 아니라       

여타 산업에서 참고할만한 기초 정보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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