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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으로 디지털 시  테크놀로지의 풍요로움 속에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왔다. 기

술은 발 하면 할수록 우리의 생활은 더욱 새롭고 편리하고 미래지향 인 디지털 시 를 기 하는 반면

에, 사람들은 따뜻한 인간의 감수성에 한 그리움을 갖게 되었다. 모더니즘에 한 반성으로 나타난 포스

트모더니즘과 디지털미디어의 확산을 통해 다양화되는 복잡한 문화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 디지털 시 에 

심리 으로 는 정신 으로 안정을 되찾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욕구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디지털시 의 

역기능 인 부분에 한 문제 이 제시되고 있다. 인간에 한 감성에 부응하는 사용자의 감성 반응을 

고려하는 아날로그 감성디자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디지털 미디어에 있어서 아날로그감성을 표 하기 

한 실질 인 방향에서의 근이 시도되어야 한다. 디지털환경에서 아날로그감성은 디지털기술과 커뮤

니 이션의 특성과 사람들의 기호와 정서 인 측면을 조화시켜나가면서 새롭게 확장, 변화하고 있으며, 

진화하는 아날로그 감성디자인에 한 새로운 가능성과 발 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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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the advent of new media richness of technology in the digital age has transformed our 

lives.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the more our lives more convenient, new, future-oriented, 

while expectations for the digital age, people are longing for warm, human sensibility became. 

Of modernism and post-modernism appeared to reflect the proliferation of digital media in 

culture, wandering through the complex has been diversifying. In the digital age stabilizing 

psychological or mental needs of people who want to begin to emerge as the disfunctional 

aspects of the digital age has been suggested for the problem. To respond to human emotion 

on the emotional reaction of users to consider the analog emotional design began to emerge. 

The analog to digital media to express emotions practical approach to the problem should be 

attempted. Analog in a digital environment, emotional nature of the digital technology and 

communication, and symbolic and emotional aspects of people as announced to blend the new 

extension, change, and an analog emotional design for the evolution and development of new 

possibilities to investigate the cas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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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경제  풍요와 문명화의 욕구로 속한 산업화와 

화된 사회를 살고 있는 동시에, 21세기 문화의 새로

움과 진보 인 가치를 상징하고 있다. 컴퓨터와 네트워

킹이 가능한 최첨단 디지털 환경, 새로운 미디어의 등

장으로 디지털 시  테크놀로지의 풍요로움 속에 우리

의 삶의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기술은 발 하면 할수록 우리의 생활은 더욱 새롭고 

편리하고 미래지향 인 디지털 시 를 기 하는 반면

에, 모더니즘에 한 반성으로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

과 디지털미디어의 확산을 통해 다양화되는 복잡한 문

화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 사람들은 따뜻한 인간의 감

수성에 한 그리움을 갖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시  환경으로 디지털미디

어를 기반으로 하는 디자인에 있어서 더욱 구체 으로 

아날로그감성을 표 하기 한 실질 인 방향에서의 

근이 시도되어야 한다. 디지털환경에서 아날로그감

성은 디지털기술과 커뮤니 이션의 특성과 사람들의 

기호와 정서 인 측면을 조화시켜나가면서 새롭게 확

장, 변화하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에 나타나는 아날로그

감성커뮤니 이션에 한 사례들을 고찰하고, 진화하

는 아날로그감성디자인의 새로운 가능성과 발 성을 

살펴보는데 목 이 있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디지털 시 에 심리 으로, 정신 으로 안정을 되찾

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욕구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디지

털시 의 역기능 인 부분에 한 문제 이 제시되고 

있다. 그에 한 안으로 인간에 한 감성에 부응하

는 사용자의 감성 반응을 고려하는 아날로그감성디자

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본 연구는 디지털 기술과 네트워크 통신의 발달로 인

해 격히 변해가는  사회 속에서 아날로그감성커

뮤니 이션의 모습과 상에 해 악하고, 감성디자

인을 재해석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다. 한, 다양한 디지털미디어에 용된 인간 인 가치

를 추구하고자 하는 아날로그감성디자인 사례에 한 

구체 인 근을 통해 분석하고 디지털 미디어에서의 

아날로그감성디자인이 가지는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

다.

II. 감성디자인

1. 감성공학

일본에서 감성공학이란 과학 분야에서 실용학문으로 

구체화하게 되기 시작하면서 감성공학은 감성마 도 

정량 으로 수치화하려는 공학 인 목 을 가지고 있

었다. 감성마 이 포함된 체험마 은 시장 경제 안

에서 성공한 랜드를 창출하기 한 략의 하나가 되

었다. 한 감성디자인은 감성과학과 감성마 의 도

구 이고 보조 인 필요수단으로 정의 되었다. 

감성이란 외부의 물리 인 자극에 의한 감각, 지각으

로부터 인간의 내부에 일어나는 고도의 심리 인 체험

으로써 쾌 감, 고 감, 불쾌감, 불편함 등의 복합 인 

감정으로 감성공학 분야에서 정의하고 있다. 마 , 상

품기획, 고의 연구 분야에서 리 사용되고 있다.

감성이라는 말은 간단히 정의하기 어려우나, 기기 설

계라는 공학  입장에서 보면 ‘외계의 물리  자극에 

부응하여 생긴 감각과 지각으로 사람의 내부에서 야기

되는 고도의 심리  체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를 

들면 빛을 보고 ’밝다‘라고 느끼는 것보다는 쾌 감과 

온화감 등의 복합 인 체험을 뜻한다.

감성공학은 인간의 감성을 해독하여 제품개발에 응

용하는 과학기술로 다수의 이미지 형용사인 감성어휘

를 추출해 수집, 분석하 다. 이것은 감성의 과학 인 

한계의 단 을 보완하는 감성 공학  디자인 방법론으

로 의미분별척도법(Semantic Differential Scale)이라고 

한다. 의미분별척도법(Semantic Differential Scale)은 

특정한 개념에 한 사람들의 느낌, 태도, 정서 등을 분

석하기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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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감성의 생성모형

2. 감성디자인

모더니즘의 이성 인 규칙, 과학  사고에서 인간 본

질로의 회귀로 돌아가면서 포스트모더니즘이 태동하던 

60년  이미 감성의 시 가 열렸다고 볼 수 있다.

감성디자인은 21세기에 이르러 하루가 다르게 진화

하고 있는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디자인 환경 속에서 다

시 주목받고 있다. 감성디자인을 통해 디지털기술과 커

뮤니 이션의 특성, 더 나아가 사람들의 기호, 정서 인 

측면을 조화시켜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과

정을 통해 감성디자인은 새롭게 확장, 변화하고 있다.

감성디자인은 디지털에서 아날로그감성을 반 하는 

차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즉 차가운 이미지의 

디지털 환경에 인간의 감성을 더하는 차원이다. 

사람들은 디지털의 차가움과 날카로움을 피해 자연

이 제공하는 곳에서 마음의 안식들을 찾는다. 격한 

속도의 패러다임을 벗어나 인간의 반려자로서, 가장 합

리 이고 유연한 상체로서 자연에 의지하게 되는 것

이다. 자연에서 느껴지는 가치는 사회를 바쁘게 달

려오느라 그동안 잊고 살아왔던 순수와 깨끗함, 정직과 

같은 것이다. 볼츠는 목 과 기능이 요하지 않고 체

험과 감성이 요하다고 하 다. 에 보이지 않는 감

성(느끼는 것)을 물질성(보는 것, 만지는 것, 소유하는 

것)을 갖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디자인이다. 디지털

이라는 커뮤니 이션 환경에서 감성에 한 략은 소

비를 진시키게 한다.

그림 2. WOOD USB STICK

Ⅲ. 아날로그감성디자인

1. 아날로그감성의 개념

아날로그의 개념은 디지털 이 의 기술을 의미하는 

사 인 개념보다는 디지털 사회의 기계 이고 과학

인 부분과는 반 되는 개념, 즉 인간 소외의 기술을 

신하는 인간 심의 기술, 가치, 소신, 원칙 등을 의미

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아날로그, 혹

은 아날로그감성이라는 것은 디지털 사회가 갖고 있지 

못했던 것에 한  해석과 내  가치로써, 디지

털의 과학과 차가운 기계주의에 반 되는 인간 내 인 

가치와 정서를 변하는 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아날로그감성은 감정 이고 주 이며 내연 이다. 

암시 이고 모호한 성격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내재하

고 있으며, 인간 이고 따뜻함과 정겨움, 그리움의 정서

를 포함한다.

디지털 시 에는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은 수많은 개

성, 기쁨, 슬픔, 창의력, 고뇌 등이 있는 곳이며, 이를 어

루만져주고, 일깨우고, 용할 수 있는 것이 아날로그감

성의 본질이다. 디지털 시 를 지향하는 사회에 한 

부담감과 부가된 경제  박탈감  열등감, 그리고 문

화의 특수성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결과물이 바로 아날

로그감성이며, 그것에 한 표 과 교감이 사회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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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종류 내용

심리적 정

 한국 사회는 정과 관련된 문화이다. 정은 어떠한 원
리보다도 인간과 인간 사이에 발생하는 근본적인 가
치로 아날로그감성이 추구하는 성격과 일치하는 특
성을 보여준다.

심리적

향수

 사람들은 누구나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 그 기억에 대한 공통분모가 그리움의 성격으로 
표현 되어 지는 것이 향수이다. 향수의 심리적 속성
은 그것을 이성의 대상이 아닌 정서의 대상으로 느끼
므로 늘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회귀 본능을 꿈꾸
게 되는 것이다. 예전의 그때가 좋았다는 아쉬움을 
계속적으로 갖고 있으며, 과거의 상실은 나의 마음이 
상실되는 것, 나아가 자신이 상실되는 것과 같은 현
상으로 구성된다.

정성
 정성은 ‘사회속의 관계에 있어서, 또는 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 자신이 존중받고 있으며 소중한 존
재다‘라는 심리적 만족감을 이루어내는 요인이다.

여백의 
여유

 여유는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무언가가 가득하
여 만족함을 느낄 때 발생하는 감정이다. 아날로그감
성에 의한 해석으로는 비어 있는 것에 대하여도 만족
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안정을 포함하여 지칭한다.

표 1. 아날로그 디자인의 구성요소

관계적

나

 아날로그감성에 있어서 나의 존재는 나를 위해 디지
털 패러다임도 존재한다는 구조적 주체의 인지 경향
에 더 비중이 있는 것이다. 쉽게 표면화 되지 않은 나
란 존재는 중심에 존재하고 존중받는 가치이지만, 동
시에 표면적으로 ‘우리’라는 사회의 집단을 지향
하는 가치가 되기도 한다. 개인이 사회화 과정을 경
험할 때에 그것이 이미 개인의 의식 구조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는 개인이 표현된 자기관 안에는 
개인이 속한 집단의 집합적 경험의 양상들이 드러나
게 된다는 뜻이다.

우리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점점 약화되는 것이 우리에 
대한 개념이다. 하나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의 일체
감보다 개인의 역량과 프라이드가 더 존중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식전환이 생겨났다.

환경적

 인간과 자연을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는 것으로, 자연의 개념
을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적이면 인위적인 것의 반대의 위치에 
놓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연은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대
로의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인간 역시 본래 자
연이라는 인간=자연으로서의 뜻이 나온다. 아날로그감성에서
의 자연은 이 두 가지의 개념을 모두 포함한다. 인간이  만들어
낸 것들이 지나치게 인위적일 때 생성되는 거부감이 인간이 가
진 본성이며 자연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본능으로서의 개념
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다.

형성되어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날로그감성디자인이

다. 

디지털 시 의 디자인은 항상 새로운 것만이 요한 

원천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들에 한 새로운 

분석과 표 의 시도 그리고 재해석 역시 디자인에 있어

서 요한 가치를 가진다. 

2. 아날로그감성의 구성요소

아날로그감성의 모든 요소의 심에는 ‘인간’이 존재

하며, 디지털 시 에 잃어버렸던 인간 인 가치를 되찾

고자 하는 모습들이 바로 아날로그감성의 본질임을 알 

수 있다. 

기술의 발 으로 인한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 테크놀

로지와 디자인이 자연스럽게 결합되면서 오히려 인간

의 감수성, 아날로그 인 것을 요구하게 되는 상이 

나타나고 있다. 디지털 시  속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아날로그와 아날로그감성에 한 향수를 느끼고 이를 

동경하고 있다. 오늘날,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아날로

그감성을 표 하고자하는 디자인이 증가하고 있는 추

세이다. 

아날로그감성에 한 구성요소는 조 정의 ‘디지털

패러다임과 아날로그감성 커뮤니 이션에 한 연구’

와 최상진의 ‘한국인의 심리학'에 근거를 두었다.

3. 아날로그감성디자인의 표현방법

디지털 시 에 디지털로 인한 사회�문화의 다원화 경

향에 따라 아날로그감성의 표 과 방법이 다양한 형태

로 표출되고 구체화되어 발 하고 있다.

아날로그감성을 추구하는 디자인은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것, 는 잃어버린 것에 한 진정한 가치

를 되찾고 그것에 재해석을 통해 발 된 미래를 향한 

움직임으로 존재하고 있다. 

3.1 비정형적이고 수공예, 수묵화, 질감이 느껴지는 

표현

통 이고 자연 인 소재의 응용하여 오래된 종이

의 느낌, 기계 이지 않은 손맛 나는 표 , 이미지의 

첩의 효과와 함께 질감, 수공 인 기법을 이용하기도 

한다.

량생산으로는 불가능한 사람의 정성과 손때, 손맛

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를 들면 핸드메이드 

패션이나, 손뜨개질, 십자수, 아트 북과 같이 사람의 정

성된 손길을 필요하고, 수량 으로 가치가 있는 것들이 

디자인 역에 응용되고 있다. 

흘린 잉크나 수묵화 느낌, 종이 질의 느낌과 문지르

기 기법 등을 이용하거나 목 인쇄 같은 느낌을 표 하

여 다양하고 독특한 시각  효과를 보여주는 새로운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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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을 만들어내고 있다. 통 이고 자연 인 소재

를 이용하여 자연의 본질을 표 하고자 하 다.

3.2 그리드의 해체와 비구조적 표현

디지털 기술의 발 과 심미  심, 산업화 등으로 

인해 그리드의 사용이 증가하 지만, 모든 술  분야

들이 그 듯 표 의 방법이라는 것이 한 가지로 정의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표 방법으로 그리드 해체의 경

향과 함께 비구조  디자인 방식의 근이 시도되었다.

정보와 이미지를 조합하는 방식에도 질감, 그림자, 조

명  서체 등의 콜라주 속에 숨겨진 질서를 가지고 새

로운 표 방법에 한 시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

다.

3.3 스토리텔링을 이용한 감성의 공유 

이야기는 우리의 머릿속에, 가슴 속에 여운을 남긴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만든다. 더 나아가 개인 이

고 주 인 의미에 한 이야기를 나 는 것이 스토리

텔링이다. 즉 상 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바를 재미있고 

생생한 이야기로 설득력 있게 달하는 것이다. 

스토리텔링은 상 를 설득하는 데 있어 고에 한 

반감이나 비  시각을 해제시켜, 호의 인 태도를 형

성하는데 한 도구가 된다. 넘쳐나는 제품의 정보 

속에서 상품 자체보다는 상품이 주는 상징  의미나 이

야기에 심을 갖게 해 이성을 무력화하고 상품에 호감

을 갖게 한다. 타인과 나는 서로 그 이야기를 공유하고 

계를 맺는다. 

스토리텔링이 갖는 힘에 주목해야한다. 스토리텔링

은 단지 사람들에게 쉽게 무언가를 각인시키고, 꿈을 

주고,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다. 

좋은 랜드의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많

은데, 이는 스토리텔링의 힘이다. 특히 문화를 형성하기 

해서는 끊임없는 스토리를 만들어야 하고, 일 되게 

이미지를 형성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람들과의 

소통이 이 져 공감 를 구축할 수 있다. 

3.4 분산적, 공감각적 지각으로 감각의 확장

디지털 미디어의 상, 소리, 텍스트 등의 혼합된 멀

티미디어  성격은 인간 감각을 새로운 결합비율이나 

균형 상태를 가진 공감각  지각방식으로 변화시켰다.

화, 텔 비 , 컴퓨터 게임 등의 등장은 감각수용형

태를 바꾸었으며, 그것은 더욱 각과 청각, 그리고 신

체의 움직임이 요구되는 형태로 바 고 있다. 

공감각  지각을 통해 멀티미  정보를 수용함에 있

어서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은 분산  지각을 

통해서 사람들은 보다 빠르게 말  신경 으로 공감각

 정보를 수용한다. 맥루한(McLuhan)이 미디어를 ‘인

간의 확장’, ‘감각의 확장’, 그리고 ‘몸의 확장’이라고 한 

것처럼, 디지털미디어 기술은 총체 이고 복합 인 미

디어 환경을 만들며 인간의 감각기 을 확장시키고, 분

산  능동 으로 그 수용형태를 바꾸었다.

Ⅳ. 사례분석

지 까지 살펴본 아날로그감성디자인 이론을 바탕으

로 구체 으로 디지털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디자인분

야에서 아날로그감성커뮤니 이션이 어떻게 용되었

는지 구체 인 사례를 들어 살펴보자고 한다.

1. 브랜드 아이덴티티디자인에서의 아날로그감성

커뮤니케이션

디지털미디어의 등장에 따라 포털사이트의 랜드 

아이덴티티디자인은 단순한 정보를 표 하는 방식이 

아닌 사용자들로 하여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회

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나 소식을 스토리텔링을 통해 

감성 이고 창의 인 표 을 통하여 정보를 함께 교감

하고 커뮤니 이션할 수 있게 되었다. 효율 으로 정보

를 찾는 디자인을 넘어 재미있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디자인이 요하게 되었다. 네이버는 랜드 아이덴티

티에서 사용자와 정보를 주체와 객체로서의 계를 벗

어나 서로 커뮤니 이션을 통한 감성  표  방법으로 

아날로그감성커뮤니 이션을 하나의 로 들 수 있다. 

최근에는 스토리텔링이 랜드에 용이 되면서 디

지털매체에 목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성은 구호처럼 

허무하게 잊  지지만, 감성은 추억처럼 가슴에 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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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이다. 명실상부한 디지털 시 의 스토리텔링

은 디지털 매체를 통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디지털 시 의 스토리텔링은 이제 단순한 텍스트를 

넘어 사람들과 함께 아날로그감성 커뮤니 이션하는 

소통의 공간으로 확 되어 하이퍼텍스트 단계로 발

하고 되고 있다. 네이버의 랜드 아이덴티티를 유지하

면서 사회 인 사건이나 이슈 등을 스토리텔링으로 손

씨, 손뜨개질, 장난감 블록, 손으로 그린 그림, 는 

수채화 같은 느낌의 기법을 이용하여 아날로그감성을 

디지털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디자인에 목시켜 따뜻

한 감정을 느끼게 하여 내용에 보다 공감을 하게 만들

어내기도 한다. 

그림 3. 네이버 스페셜로고

2. 모바일 인터페이스에서의 아날로그감성커뮤니

케이션

TEAMLAB★NET에서 디자인한 artface-Rhythm

(그림4)은 아날로그  감성을 표 한 표 인 인터페

이스 디자인의 사례라 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

하는 휴 폰의 표면에 수묵화의 리듬감을 부여하여 붓

으로 그린듯한 아날로그 인 느낌을 주었다. 

그림 4. artface-Rhythm

artface-Rhythm은 음악을 생산하기 해 디자인된 

것이 아니라 휴 폰이 내부 리듬, 일상 인 사용으로 

휴 폰의 버튼을 르면 리듬으로 만들어 움직이는 이

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화를 

걸기 해, 메일을 보내기 해서 정기 으로 휴 폰의 

버튼을 른다. artface-Rhythm의 수묵화 느낌의 인터

페이스는 사용자에 의해서 디자인되어진다. 사용자가 

휴 폰의 버튼을 를 때마다 그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그 이미지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

어 내고 있다. 휴 폰이라는 차가운 디지털매체에 우리

가 에 화선지에 봤던 수묵화의 이미지에 움직임과 

함께 따뜻한 아날로그감성을 목시킨 표 이다.

3. 새로워지는 디지털미디어에서의 아날로그감성

커뮤니케이션

HP Pharrel의 Making of HP Hands 시리즈 

Motiontheory([그림 5])도 새로운 기술에 자연스럽게 

아날로그감성과 결합된 사례로 볼 수 있다. 생생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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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달을 하고자 타이포그래피나 실제로 존재해 보이

는 스 링노트, 카드, 엽서, 아트 북 같은 자유로운 형태

들의 오 제들을 같은 아날로그 인 것을 요구하는 사

용자를 해 평면 인 그래픽을 일부분을 실제화 시키

거나 과장시켜는 신선한 생생한 시각  표 으로 기존

에 볼 수 없던  첨단의 디지털 기술로, 마치 앞에 실

제를 보는듯한 아날로그감성디자인을 구 하 다. 디

지털이라는 수단이 인간의 마음과 감성을 움직이는 아

날로그 인 개성을 구 을 가능  하 다. 

그림 5. HP의 Making of Hands 시리즈

4. 다양화되는 디지털미디어에서의 감각 확장에 

의한 아날로그감성커뮤니케이션

그림 6. Simon Heijdens (독일)의 작업–Tree

Zach Liberman의 작업은 기존의 디자인에 새로운 기

술이 결합된 멀티미디어  성격과 함께 우리 주변에 항

상 존재하는 자연을 새로운 분석과 표 의 시도로, 인

간의 감각의 확장을 보여주는 표 인 사례이다. 어두

운 건물 외벽에 투 되는 가상의 나무이미지([그림 6])

가 외부의 환경(자극)에 의해서 반응하여 움직이도록 

디자인되었다. 바람이 불면 가상 나무의 이미지들이 바

람에 반응하여 잎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나, 지나가

는 사람들의 말소리나 자동차소리에 반응하여 나뭇잎

이 떨어지게 한다. 물리 인 변화를 인식하여 가상의 

나무이미지에 그 로 반 되도록 제작되었다. 단순한 

조명이나 움직이는 그림으로 건물 외벽에 표 하는 것

이 아니라, C언어로 로그래 을 하여 상 인식 기술

과 동작 감지 센서를 응용하 다. 여기서 보여주듯이 

새로운 기술을 통해 가상의 이미지에 외부의 자극에 반

응하는 생생한 시각  표 을 해 으로써 마치 살아있

는 나무처럼 더욱 생동감 있게 만들어 가고 있다. 소리

나 움직임, 그리고 그것에 한 반응을 통한 생생함이 

아날로그감성커뮤니 이션을 만들어 냈다. 

Ⅴ. 결론 

디지털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디자인분야는 더 이상 

조형 술의 한 부분이 아니라 술과 인문, 사회과학, 

과학기술 등과 같이 학문 역간의 연 을 지으면서 디

지털 시 의 새로운 학문분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디

지털매체는 디자인개념이 확장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

와 역의 구분 없이 경계를 넘나들면서 디자인분야도 

새로운 가치와 디지털매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

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시 가 가속화되면서 테크놀

로지와 디자인이 결합되면서 인간의 감수성과 아날로

그 인 감성을 요구하게 되었다. 잃어버렸던 인간 인 

가치를 되찾고자 인간의 감성을 반 하는 상이 두드

러지게 되었다. 아날로그감성은 사회의 기 와 욕구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표출되고 있으며, 새로운 조형원

리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한 조형요소의 여러 변화

를 가져오게 되었다. 디지털시 에는 기존에 존재하지

만 기존 것과는 다른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가져왔다. 

요한 것은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아닌 그 새로움과 변

화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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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디지털환경에서 디지털

매체의 특성을 통해 강화되는 감각의 확장, 각을 자

극하는 디자인의 흐름은 앞으로 지속 으로 심을 기

울여야 할 연구해야할 과제이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

로 디지털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디자인분야의 다양한 

경향에 한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 한다. 새로움을 가

능하게 하는 새로운 기술이 우리에게  다른 희망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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