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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지구 은 디지털 네트워크로 시공을 월하여 소통하고 있다. 이러한 시 에 인간들은 더욱더 풍족한 테

크놀로지 세상 속에서 휴머니티를 찾고 아날로그  감성을 갈망한다. 술은 아날로그  감성을 자극하고 

디자인은 개인의 감성 인 부분을 쉽게 표출할 수 있는 표 인 도구이자 분야이다. 본 논문은 디지털과 

아날로그 술의 융합에 하여 본인의 작품 <결합체> 시리즈를 심으로 연구하 다. <결합체>시리즈는 

<지도> 시리즈 작품들에서 생된 작품이며, 실제 원본을 분해, 해체 하여 나온 조각들을 디지털화 하여 

그래픽 편집기술을 이용해 만든 작품이다. 본 연구자는 술과 디자인의 성공  콜라보 이션 사례들을 살

펴보고, <결합체> 작품 이미지들을 이용하여 다양한 디자인 상품들을 연구  개발 하여 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네트워크로 연결된 세계의 람객들과 친숙하게 소통하고자 한다. 이미 세계의 많은 순수미술 

작가들이 본인의 작품들을 아트상품화 하여 매하고 있고, 문화 술과 상업  제품과의 콜라보 이션은 

기업, 작가 그리고 소비자에게 서로 상생효과를 주며 새로운 상품과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자신의 술 작품을 이용하여 다양한 제품으로 디자인 해보고, 어떻게 작가 와 아트상품을 효과 으로 홍보

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하여 연구하 다. 

 
■ 중심어 :∣디지털∣아날로그∣융합∣아트-콜라보레이션∣
 
Abstract

Our world is communicating by digital network that transcends time and space. In such world 
of rich technology, people are longing for humanity and analog esthetic. ‘Art’ stimulates analog 
esthetic and ‘design’ is a good and easy tool to show personal esthetic preferences. This study 
is about the convergence of digital and analog art focusing on the researcher’s artwork 
<Assembly> series. The <Assembly> series is derived from <The map> series. They are made 
by cut and deconstructed pieces from the original <The map> series. I assembled these pieces 
into another creation by using graphic editing programs. I looked into the succession cases of 
art and design collaborations and developed various design products with the assembled artwork 
images. Through this, I want to communicate more familiarly with the world widely connected 
to network viewers. 
There are already many fine artists making their artworks into design products. Collaboration 

with cultural art and commercial product provides win-win effect to artist, company, and 
consumer. It also creates innovative products and values. In this study, I try to design products 
from various fields using my artwork images, and research about how to promote the artist and 
art products effectively to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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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목적
지구 은 디지털 네트워크로 시공을 월하여 소통

하고 있다. 문화 술 분야에서도 람객은 미술 이나 

공연장에 가지 않아도 스마트폰이나 VR(Virtual 

Reality)기기 등을 통해 작품과 공연을 감상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디지털 미디어의 기술발달 속에서도 인

간은 그 안에서 휴머니티(humanity)를 찾고 아날로그

(analog) 감성을 원하고 찾는다. 문화비평가 데이빗 

보일(David Boyle)은 그의 서 “진정성(Authenticity, 

2004)에서 사람들은 기술의 진보를 경험하는 동시에 실

재(Reality)를 경험하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게 된다고 

하 다[1]. 디지털 시 에 디자인은 개인의 감성 인 부

분을 표출할 수 있는 표 인 도구이자 분야이다. 본 

논문은 디지털과 아날로그 술의 융합에 한 내용을 

본인 작품 <결합체> 시리즈를 심으로 연구하 다. 

본인의 핸드 드로잉 & 페인  작품들을 디지털과 융합

하여 그래픽 편집과 이를 이용한 다양한 디자인 상품들

을 연구  개발 하여 세계의 람객들과 소통하고자 

한다. 최근시 에 순수미술 작가의 디자인 참여는 다양

한 제품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문화 술과 상업  랜

드와의 콜라보 이션은 서로에게 상생효과를 주며 새

로운 제품과 가치를 창출한다. 이는 미술계에서 하이아

트(high art)와 로아트(low art)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가능성의 융합이다. 

  

1.2 연구방법 및 한계
본 연구는 연구자의 작품을 심으로 디지털과 아날

로그 술의 융합에 한 내용을 으로 논하고자 한

다. 우선, 술과 디자인의 콜라보 이션(collaboration)1

1. 콜라보 이션[ collaboration]의 의미는 ‘ 력ㆍ합작ㆍ 조’이다. (출

처: YBM시사 어사(2008) 시사e4u 한사 . p.415) 어원은 ‘함께’를 

의미하는 라틴어 ‘com’과 노동을 의미하는 ‘labor’가 합성된 용어로 

사  의미로는 ‘특히 지 인 노력을 해 력하여 일하다’라는 의

미를 가지고 있다.(Merriam Webster Online Dictionary) 이는 어떠

한 것을 만들기 해 힘을 합하거나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하여 

함께 력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에서 콜 보 이션 략아란 공

동의 이익을 해 둘 이상의 주체가 함께 결속하여 여러 가지 기능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동종업계 는 이종업계간의 합작을 통해 

그 이익을 극 화 하는 략을 말한다. 

[2]의 성공  사례들을 통해 순수 작가들과 랜드에 

미친 정  향에 하여 조사하 다. 둘째, 본인 작

품의 사회 심리학  배경을 분석하고 작품의 내용과 제

작방법에 하여 알아본다. 그리고 디지털과 융합한 본

인의 아날로그  작품을 다양한 제품과 목시켜 디자

인해 본인만의 ‘아트 콜라보 이션’ 과 ‘아트 상품’의 가

치와 매에 해 연구해 보았다. 결론 으로 이와 같은 

디지털과 아날로그 술의 융합으로 인해 나타나는 상

생효과와 시시각각 변하고 발 하는 디지털시 에 맞춰 

나아가야할 방향에 해 논하고자 한다. 본 논문 2장에

서 제시한 아트 콜라보 이션 성공 사례들은 랜드와 

작가와의 업에 한 연구이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자

신의 작품을 용해 제품을 디자인 하 기에 비교우

가 어렵다는 것이 이 연구의 한계 일 수 있다.

2. 예술이 디자인을 만나다

2.1 선행연구 및 작품과 제품 
2.1.1 앤디워홀(Andy Warhol) 
“돈을 버는 것이 술이며, 일하는 것이 술이다.”[3] 

라고 말한 앤디 워홀은 순수미술과 상업미술의 경계를 

허문 표  팝 아티스트 이자 뛰어난 사업가이다. 

한 자본주의 소비시 의 특성을 정확히 악하여  

시 의 메커니즘을 모방하고 매체를 다양하게 이

용하 으며,  매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미지의 차용과 반복을 통해 독특한 자기만의 술  

특성으로 구 하 다[4]. 워홀은 소비품, 스타, 만

화, 고 등 인 소재들(캠밸스 , 마를린 먼로, 앨

비스 슬리, 슈퍼맨 등)을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그만

의 팝 아트를 보여주었다. 그는 기계를 이용하는 실크스

크린을 회화에 도입했고 사진을 차용한 작업을 하여 

량생산이 가능한 술품을 생산하 다. 그는 문화

와 매체에서 얻은 이미지와 아이디어들을 변형, 조작, 

혼합, 상품화 하 다.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

에게 있어서 워홀은 이미지가 실재를 압도한  상황

을 시각  이미지로 구 한 표 인 술가이다[5].

워홀이 견한 복제의 시 를 증명하기라도 하듯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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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으로 어낸 그의  이미지의 작품들을 최근

까지도 많은 기업들이 비싼 로열티(royalty)를 지불하며 

그들의 랜드 제품 디자인에 용하여 생산하고 있다. 

그림 1. 좌부터: 앤디워홀의 캠밸스프(Campbells Soup)
작품으로 만든 캠밸스프 패턴의 드레스, 앤디워홀의 
꽃(Flower)작품을 입힌 컨버스(Converse)운동
화, 다이앤 본 퍼스텐버그(Diane von Furstenberg) 
랩 원피스 와 가방

2.1.2 무라카미 다카시 (Murakami Takashi) 
      & 루이비통 (Louis Vuitton)
무라카미 다카시 (村上隆, 1962년 2월1일∼)은 일본 

태생의 팝 아티스트이다. 그는‘오타쿠’ 문화를 ‘팝(pop)’

과 연결지어 ‘포쿠(poku)’라고 하고, 모든‘ 사회, 습, 

미술, 문화’ 등이 지극히 평면 이라는 ‘슈퍼 랫

(Superflat)’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작업하는 작가이

다. 그는 2001년도에  앤디워홀 팩토리인 ‘카이카

이 키키(Kaikai Kiki Co. Ltd)’를 설립하여 100여명 이

상의 직원들을 두고 그들과 함께 회화, 조각, 화, 망가

(평면만화)와 아니메(동 상) 작품을 제작, 다양한 열쇠

고리, 티셔츠, 마우스패드, 인형 등의 아트상품들을 개

발  매를 하고 있다. 

2003년도에 그는 루이비통(Louis Vuitton)의 수석 디

자이 인 마크 제이콥스(Marc Jacobs)와의 콜라보 이

션 으로 그의 이름을 세계 으로 알리게 되었다. 루이

비통의 라운색의 모노그램 패턴을 두 개의 모노그램 

밝은 색채의 로고에 둥근 바탕과 웃고 있는 밝은 색의 

꽃들,  하나는 떠다니는 들 (jellyfish eyes)을 디자

인 했는데, 그의 만화(아니메)에서 이미 등장했던 이미

지와 캐릭터를 사용한 것이다[6]. 루이비통의 LV라는 

기본 문자 패턴은 그 로 남지만, 체 색상과 패턴은 

훨씬 화려하고 밝아졌다. 이 가방은 첫해에만 500억 달

라 이상의 매고를 올렸다[6]. 

무라카미는 그의 작품에 다양한 캐릭터들을 창조하

여 등장시키는데, 부분 잘 알려진 캐릭터들의 부분을 

빌려와 재조합하여 만들었다. 무라카미는 조수들과 오

랜 토론 끝에 캐릭터란 본질 으로 ‘믹스 매치’의 긴 과정

이라는 결론을 내렸다[7]. 그의 캐릭터 DOB는 일본 자

오락회사 세가(Sega)의 마스코트 ‘소닉 더 헤지호그’, 일

본 유명 만화 캐릭터 ‘도라에몽’, 그리고 미국 디즈니의 

표 캐릭터 ‘미키 마우스’의 조형  요소들을 따로 합쳐 만

들었다. DOB 다음으로 그의 작업에 자주 등장하는 캐릭

터는 무라카미의 ‘카이카이키키(KaikaiKiki Ltd.)’2[8][9] 

스튜디오 마스코트인 ‘카이카이’와 ‘키키’다. 두 캐릭터 

모두 커다란 얼굴에 작은 몸집을 가진 2등신의 캐릭터

로 DOB 이상으로 귀여움이 강조되어 손과 발마  둥

그 게 처리되어있다[10]. 루이비통과의 콜라보 이션

을 해 새로 만들어낸 캐릭터 ‘Panda’는 그의 표 캐

릭터 DOB. 카이카이와 키키의 조형  요소들과 그의 

작품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꽃 모티 를 결합하여 만

들어졌다. 

그는 루이비통 가방을 통해 그의 미술 작품의 인지도

를 높여 2008년 5월 14일 뉴욕의 소더비(sotheby) 

미술 경매에서 무라카미 다카시의 작품 <나의 외로운 

카우보이 (My lonesome Cowboy)>(1988)가 1,516만 

달러 (약 158억원)에 매되었다. 이것은 미술 경

매사상 두 번째로 큰 낙찰가로, 이 사건은 작가의 이름

이 하나의 랜드로 유통되어, 개개의 작품보다는 작가

의 명성이 더 큰 상징성을 갖는 다는걸 보여주었다[11].

그림 2. 좌부터: 베스트셀러였던 멀티컬러 모노그램 스피디 
가방, 그의 작품‘Panda’캐릭터가 있는 가방, 
체리 블라썸 패턴이 있는 가방

2 무라카미는 1996년 워홀의 팩토리를 오마주한 히로폰 팩토리

(Hiropon Factory)라는 이름의 스튜디오를 열었으며, 2000년  반 

이 스튜디오가 성장하여 기업에 가까운 형태를 갖추게 되자 카이카

이키키로 이름을 바꾼다[8]. 카이카이키키라는 이름은 미술사가 츠지 

노부오(辻惟雄)가 16세기 후반 일본에서 장식  미술을 만들고 계승

한 카노 (狩野派)를 ‘괴괴기기’하다고 표 한 데서 가져온 것이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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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쿠사마 야요이 (Kusama Yayoi) 
      & 루이비통 (Louis Vuitton) 
쿠사마 야요이 (草間 彌生, 1929년 ∼) 는 일본의 조

각가 겸 설치미술가이다. 1929년 일본 나가노 에서 

출생, 1957년부터 1972년까지 뉴욕에서 작품 활동을 

개하 다. 1977년 일본으로 돌아온 그녀는 나이 48세부

터 재까지 정신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병원에 쿠사마 

스튜디오를 만들어 작품 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 그녀

의 술작품에서 결코 뺄 수 없는 심축은 편집  강

박증과 환 인데, 망막에 비치는 모든 사물들의 표면들 

그것이 화폭이건 벽이건 천장이건 혹은 기물이나 드

인체이건 간에 온통 이 문양으로 뒤덮인 ‘환경’ 설

치작업을 했다. 

2012년 루이비통의 수석 디자이  마크 제이콥스는 

무라카미 다카시와의 콜라보 이션 다음 작가로 쿠사

마 야요이를 선택하 다. 그는 루이비통의 제품 에 쿠

사마 작품의 상징인 들 ‘물방울무늬’를 다양하게 활용

하여 디자인하 다. 이는 쿠사마의 작업이 디자인으로 

언제든 차용될 수 있을 정도로 유머와 반복성, 조형성

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12]. 

“그녀의 에 지는 끝이 없습니다. 고통을 짜내는 일

종의 강박증이 존재합니다. 그녀의 캔버스와 설치 작품

을 보면 이 세계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란 걸 느낄 수 

있어요. 이것이 제가 그녀를 존경하고 그녀의 작품에 

해 애정을 가지고 하게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마크 제이콥스 인터뷰 中[13]- 

이 콜라보 이션을 통해 루이비통은 무라카미 다카

시와의 업 이후로 랜드 자체의 술 인 가치를 더 

높이게 되었고, 쿠사마 야요이는 자신의 작품을 세계

으로 리 알리고 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는 계

기가 되었다. 

그림 3. 좌부터, 쿠사마 야요이 루이비통 광고사진, 루이비
통 매장 윈도우 디스플레이, 그녀의 대표적 패턴인  
땡땡이 무늬로 만든 상품들

3. 작품형성의 배경

3.1 사회적 심리학적 배경
로이드는 인간을 욕망의 동물로 정의한다. 인간은 

자신 안에 수많은 욕망의 씨앗들을 품고 태어났다. 

실 세계의 사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 씨앗들이 

자라나 욕망들로 자리 잡는다. 그러나 ‘우리'라는 집단

사회에서 살아가기 해서는, 인간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욕망과 욕구들을 드러내거나 분출하지 못하고 

무의식 안에 억압하여 가두어 둔다. 그러나 욕망은 억

압된다고 해서 사라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잠정

으로 보류가 될 뿐, 항시 세상 밖으로 나와 욕구충족 할 

수 있는 기회만을 노린다. 

끊임없이 샘솟아 오르는 욕망(desire)과 욕구(need)

를 억압하며 살수만 없기에 작가 본인의 개인  기 의 

심의를 거쳐 ‘그들’3을 실세상 밖으로 내보낸다. 본인

만의 방식인 술을 통하여 그들은 리만족을 느끼고 

욕망과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  

단지 머릿속에서 '상상되어짐'만을 즐기고 도망치듯 

무의식 안의 감옥으로 들어가기엔 무언가 부족함을 느

끼기에 자신의 욕망을 욕망이 아닌 것처럼 속이거나, 

실 사회에 해롭지 않은 욕망인양 장하는 것을 본인

의 작품을 통해 돕고자 한다. 욕구와 욕망이 그 로 보

인다면 거부감을  수 있기 때문에 술  상상력과 

표 으로 그들을 새롭게 재탄생 하 다.

로이트는 ‘미학  유희’라는 오래된 철학  개념을 

‘쾌락 원칙(principle of pleasure)’이라는 자신만의 개념

에 입각해 교정했다. 그는 “정신  기능의 두 원칙

(Two Principles of Mental Functioning”(1911)에서 ‘

실 원칙’에 립되는 것으로 ‘쾌락 원칙’을 정의 했다[14].

‘ 술가는 실을 외면하는 사람이다. 본능 인 만족

을 있는 그 로 릴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받아

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술가는 환상의 삶에서 그의 

에로틱하고 야심찬 소망을 충족시키는 유희를 허용하

는 사람이다. 그는 이런 환상의 세계에서 실로 회귀

할 방법을 발견한다. 그는 특별한 재능을 통해 자신의 

환상을 새로운 종류의 실로 만들 수 있고 사람들은 

3 연구자는 '욕망+욕구'를 '그들'이라 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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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실제 생활에 한 귀 한 반 으로 여기고 정당

한 것으로 인정한다[14].’

3.2 작품내용 및 제작방법
<결합체> 시리즈 작품은 <지도> 시리즈 작품 안에 

있는 이미지들을 작가 본인이 직  칼로 잘라내어 해체

한 조각들을 디지털 작업으로 재조립한 작품이다. <지

도>시리즈 작품은 억압된 욕망과 욕구들인 ‘그들’을 

한  다른 세상의 여행책자이다. 그 몽상 속 세상의 동

물, 식물, 주변 화경 등 마치 하나의 나라에 한 정보를 

담아놓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알 아토릭 

(Aleatorik)', 창작과정이나 공정의 일부를 우연에 맡기

는 제작방식을 통하여, 데생 없이 바로 그림을 시작한

다. 그 우연 속에서 ’그들’을 발견하고 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잉크를 에서 떨어뜨리거나 문질러 우

연의 효과를 도입한다. 그러나 온 히 우연에만 의지하

지 않고, 과정 속에 어떤 내  필연성을 발견하여 그곳

에서부터 의도  손길로 그림을 그려나간다. 이 게 하

나하나 ‘우연’과 ‘필연’ 속에서 탄생한 이미지들이 모여 

나만의 라다이스로 안내하는 지도로 완성된다. 

 그림 4. 지도 #20-1      그림 5. 지도 #21-1

‘지도 (Map, 地圖)’는 공간의 표상을 일정한 형식을 

이용해 표 한 것이다[15]. 작품 <지도>를 분해하는 것

은 하나의 세계, 는 공간을 해체하는 것과 같다. 해체

주의4의 표 인 건축가 랭크 게리(Frank Gehry)는 

기존 건축물의 외  조형 형태를 깨뜨려 부분 으로 해

체한 후 부분에서 생되어 나오는 형태의 요소를 미완

성 상태로 두는가 하면, 어떤 물건을 바닥에 던져 조각

4 랑스 철학자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 1930-2004)의 사상으로 

서구 형이상학을 해체하고자 하 다. 1960년  데리다의 해체주의는 

서구 형이상학의 해체작업이자 일종의 자기비 으로서 의의를 가지

고 있다. (출처: 키백과)

난 부분과 모서리에서 나오는 리한 물체를 다시 한 

번 해체해 보는 등의 방법을 통해 해체에 한 자신만

의 조형요소를 사용하여[16], 그의 건축물들은 새로운 

결합의 조형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자는 ‘지도’

라는 공간을 해체하여 나온 우연 이고 비정형  요소

들을 재구성하여 새로운 <결합체>를 탄생시켰다. 

4. 기술과 예술의 만남

4.1 작품 분해  
<지도> 시리즈의 드로잉 속에는 수많은 이미지들이 

뒤엉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 형상들은 낯선 듯하

지만 동시에 친숙한 모습을 하고 있다. 로이트가 언

한 바와 같이 ‘언캐니(uncanny)’는 ‘캐니(canny)’에 종속

된 것이고, 낯선 것은 원래 낯익은 어떤 것에서 나왔다고 

말하 다. 익숙한 듯 생경한 이미지들, 사람의 얼굴이나 

손과 동자, 만개한 꽃잎 형상이나 말미잘과 같은 수생

생물의 수, 그리고 기타 체크 문양과 별 모양과 같은 

추상 인 형태에 이르기까지 알 만한 형상들이 비정형의 

얼룩과 어우러져있다. 이러한 이미지들이 뭉쳐있는 것을 

작가 본인이 원하는 형태로 분류하고 분해한다.

표 1. 분해된 드로잉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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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스캔, 포토샵 & 일러스트레이터 편집
[표 1]처럼 하나씩 낱개로 분해된 이미지들을 스캔하

고, 이를 바탕으로 포토샵과 일러스트를 이용하여 서로 

어우러지게 편집하여 합체시킨다. 분해된 이미지들을 

그래픽 편집 로그램을 이용하여 변형, 복제, 컬러 수

정 등으로 자유로운 이미지 표 이 가능하다. 이 게 

서로 분해되고 다시 조립되어 합쳐진 형상을 본 작가는 

결합체라고 표 하 다. 그리고 결합된 이미지들을 이

용하여 다양한 아트상품 디자인 개발을 할 수 있다.

표 2. 분해된 이미지들을 조립한 결합체작품

해체된 드로잉 
# 001+002의 조합으로 

완성된 
결합체#17 (Loving birds)

해체된 드로잉 
# 012+013+023의 

조합으로 완성된 
결합체#23 

(Redbootie dinosaur)
해체된 드로잉 

# 006+007+008+009
+010+-011의 조합으로 

완성된 결합체#24 
(Rainforest eligator)

해체된 드로잉 
# 020 + 021+ 022의 

조합으로 완성된 
결합체# 21(Coral reef)

해체된 드로잉
 # 024 + 021+ 022의 

조합으로 완성된 
결합체#22 

(Floating feather island)

5. 새로운 예술과 디자인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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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최근 인들의 라이  

스타일이 이성  논리를 바탕으로 한 디지털 인 실 

속에서 감성 인 아날로그 문화로 회기 됨에 따라, 생

활 속에서도 감성  표 을 활용한 아트 상품 디자인이 

증가하고 있다[18]. 시 의 흐름에 맞게 아날로그  감

성이 두드러지는 드로잉 작품을 디지털화하여 미술과 

디자인의 통합으로 새로운 ‘아트 콜라보 이션’상품을 

소비자에게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자의 <지도>원본 

작품을 바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칼을 이용하여 해

체를 하고 분해된 조각들을 스캔하여 디지털로 환 시

킨다. 간  디지털화5[19]된 분해된 드로잉들을 어도

비(Adobe)사의 그래픽 편집 로그램인 포토샵

(Photoshop) 과 일러스트 이터(Illustrator)를 이용하

여 재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텍스트나 도식화등 그래픽

인 요소들을 추가하여 디자인하 다. 본 연구자가 포

토샵을 이용하여 작품을 해체하지 않고, 물리 으로 칼

을 사용하여 해체를 하는 것은 원본을 잘라냈을 때 보

이는 종이 단면의 요철 느낌을 살려 아날로그 인 감성

을 자극하고 핸드 메이드(Handmade) 느낌을 강조하고

자 하 다. 천이나 종이 는 라스틱 에 린트 된 

작품이미지 에 수공 의 느낌을 추가 으로 주기 

해 각각의 제품에 자수를 넣거나, 직  그림을 그려 소

비자로 하여  제품을 구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작품을 

구매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하여 다른 일반 상업  

아트 콜라보 이션과 차별화를 주고자 한다. 그러나 이

5 디지털화의 방식을 간  디지털화와 직  디지털화로 갈라볼 수

가 있다. 직  디지털화는 컴퓨터 로그램을 이용하여 곧바로 디

지털 작물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간  디지털화는 이미 있는 

자연이나 노동의 산물을 디지털로 환하는 것을 말한다. 각종 환 

기기를 이용하여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환하는 것이 간  디지털

화다. 실물을 스캔 받거나 기계 카메라로 은 사진을 디지털카메라

로 다시 는다든지 종이에 쓴 자나 그림을 스캔 받는 것이 간  

디지털화다. 직  디지털화는 디지털카메라로 사진을 거나 디지

털 펜으로 그림을 그리는 방식에 의한 디지털화다. 이것은 아날로그

에서 디지털로 환(convert)시키는 것이 아닌 디지털로 바로 만드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차 직  디지털화가 증가하는 경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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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아날로그  후 작업은 소규모의 제품 생산과 매

를 할 때 가능하다고 본다. 

모든 작품의 원본을 해체하여 간  디지털화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유지하여 오 라인 시를 통해 

해체되지 않은 원본작품들과 해체된 원본의 조각들 그

리고 이를 이용하여 만든 디자인 제품들을 함께 보여주

고자 한다. 람객들에게 이러한 작품의 제작과정을 보

여주는 시를 통해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새로운 융합

방식으로 창조된 작품과 제품의 가치높이고 진정성을 

부여하고자 한다. 

5.1 <결합체>시리즈 작품 이미지로 만든 제품 디
자인 

순수미술작품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로 

인하여 독립된 작품으로서의 존재가치를 갖고[20], 디

자인상품은 상업미술로서 매의 목 을 가지고 

성을 가지고 있다. 아트 콜라보 이션은 순수미술과 상

업미술의 차이를 이고 서로의 장 을 부각시킬 수 있

는 술활동이다. 본 연구자의 <결합체> 시리즈 작품

들을 인테리어 소품, 패션의류  잡화 그리고 핸드폰 

이스 등 다양한 제품들에 용하여, 작가 감성이 두

드러진 아트 콜라보 이션 상품들을 제안해 보았다. 제

품선정의 기 은 소비자가 생활 속에서 자주 할 수 

있고, 작품의 이미지를 잘 들어낼 수 있게 디자인할 수 

있는 상품들로 구성하 다. 를 들어 작품이미지가 단

독으로 크게 들어가는 쿠션, 스카 , 핸드폰 이스 등은 

린 된 이미지가 상품을 돋보이게 하고, 소비자에게 

시각  만족을  수 있다.

많은 미술 의 아트샵(Art shop)의 아트상품들은 

부분 명화나 그 미술 의 소장품 는 기획 시에 맞추

어 상품을 구성하고 매한다. 미술  아트샵에서 매

하는 제품들은 단순히 원본 그림의 체나 일부의 이미

지가 상품 체를 덮고 있는 것이 일반 이다. 그리고 

명화의 작품들이 상품화 될 때 이미지를 크게 변경, 

는 다른 작품과 혼합하는 등의 디자인을 하는 것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본인의 원본

작품을 분해, 재결합하여 만든 <결합체> 시리즈 작품

을 다양한 방법으로 자유롭게 디자인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새롭고 다양한 아트 콜라보 이션 상품을 소비자

에게 제시하여  수 있다. 한, 이를 통해 에게 

더 쉽게 다가가 본인 작품을 홍보할 수 있다.

 

5.1.1 인테리어 소품- 쿠션, 샤워커튼, 침구
최근 1인 가구 시 에 어들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개

인의 감성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독특한 디자인의 인테

리어 제품들을 선호하고 있다. 평범한 꽃이나 기하학  

패턴으로 디자인된 상품이 아닌 작가의 작품이 들어가 

술성, 가치성, 실용성을 내포하고 있는 제품 디자인들

로 소비자의 문화  욕구를 충족 시켜주고자 한다. 

쿠션은 장식  효과를 주므로 강한 이미지의 작품을 

크게 린트하여 마치 작품이 소 에 놓여져 있는 것 

같이 디자인 하 다. 침구 디자인은 작품이미지를 이용

하여 독특한 스타일의 패턴 디자인을 만들어 용시켜 

보았다. 작품 이미지가 린트된 샤워커튼은 소비자의 

욕실에 술  감성을 가져다 다.

그림 6. 좌부터: 결합체#8 작품으로 디자인한 쿠션디자인, 결
합체#21 작품으로 디자인한 샤워커튼 디자인, 분해
된 드로잉 # 001,002 로 디자인한 침구, 각각의 제
품에 패턴 및 작품이미지를 맵핑(mapping)6

5.1.2 패션의류 및 잡화
패션의류  잡화에는 항상 수많은 아트 콜라보 이

션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본인이 직  디자인

하여 작가  술성이 두드러지는 스타일의 제품들을 

디자인 하 다. 분해된 드로잉들과 결합체 이미지들을 

활용한 패턴디자인을 제품에 입히거나, 작품의 컨셉에 

맞는 귀를 자수로 넣어 제품에 작가의 생각을 드러

냈다. 

6 컴퓨터 기법의 하나로, 표 하고자 하는 이미지나 물체의 사실감을 

높이기 해 그 표면에 원하는 무늬나 색을 입히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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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좌부터: 분해된 드로잉(16,17,18) 이미지와 결합
체#24 작품을 이용하여 만든 패턴 디자인들을 조
셉 알투자라(Joseph Altuzarra)의 SS/2015 
콜렉션 의상, 프라다(Prada) SS/2016 콜렉션 
가방, 샤넬(Chanel) 가방에 맵핑(mapping)

 

그림 8. 좌부터, 결합체 #17 (Loving Birds) 작품으로 디
자인한 스카프 디자인, 결합체 #18 (Pelican 
queen) 작품으로 디자인한 스카프 디자인, 스카프
에 적힌 글귀

5.1.3 핸드폰 케이스
최근 시 에 자신의 개성 있는 스타일을 잘 들어낼 

수 있는 제품  표 인 것이 핸드폰 이스 이다. 다

양한 작품 이미지를 핸드폰 이스에 용시켜 디자인

했다.

그림 9. 결합체 작품 # 17, 18, 24 작품, 분해된드로잉 
#013으로 디자인한 핸드폰 케이스

5.2 아트 상품의 판매와 마케팅
사람들이 그림을 사고 컬 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

까? 미국의 심리학자  뮌스터버거(Werner 

Muensterberger)는 <컬 , 그 못말리는 열정

(Collecting, an Unruly Passion)>이라는 책에서 “열정

으로 모은 미술품은 어른들에게 포근한 담요같은 역

할을 한다”고 쓰면서 “사람들은 좋은 작품을 가지고 있

으면 그 작품의 가치가 자기 자신에게 옮겨온다고 믿는

다. 좋은 미술작품을 통해 컬 터는 자신이 ‘뭔가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하게 된다”고 설명한다[21]. 이 듯 사

람은 미술작품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정서  풍요로움

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작품을 구입하는 것은 경제

으로 부담이 많이 됨으로 좀 더 경제 으로 편하고 쉽

게 근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아트 상품이다. 작가의 

술성과 독창성을 포함한 실용 인 디자인 제품은 소

비자에게 마치 작품을 소유한 것 같은 만족감을 다. 

무라카미 다카시는 루이비통과의 콜라보 이션에서 루

이비통 제품과 자신의 작품 사이에 거의 경계가 없이 

작업하 다. 그가 디자인한 루이비통 가방의 새로운 모

노그램을 그 로 가져와 자신의 회화작업으로 제작하

는가 하면, 2007년에 MOCA에서 열린 개인  <Ⓒ무라

카미>에서는 루이비통의 매장 자체를 미술  안에 설

치했다[22]. 무라카미의 이러한 략은 다른  미술 

작가들과 상업 랜드와의 업에서처럼 작품을 상품

에 종속된 상태로서 머무르게 하지 않고, 이러한 계

를 역  시켜 오히려 상품에 무라카미라는 랜드의 인

상을 강하게 입혔다[22]. 소비자로 하여  제품을 구입

하는 것이 곧 아티스트의  다른 버 (version)의 작품

을 구입하는 것 같이 느껴지게 하는 것이 아트상품의 

가치와 매를 높인다. 

형 상업 랜드와의 업 없이 어떻게 아티스트 혼

자 자신의 작품과 아트상품을 효과 으로 마 하고 

이를 매로 이끌어 낼 수 있을까? 작가와 작품을 

에게 알리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부분의 방법들

이 많은 시간과 돈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최근 시 의 

마  트랜드가 ‘소셜타이징(socialtising)’7 인 만큼 작

가가 소셜 네트워크를 최 한 이용하는 것이 실 인 

방법이다. 좋은 작품을 꾸 히 만들어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등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자신만의 스타일과 작

품세계를 사람들과 공유하고, 작품과 아트상품을 지속

으로 노출시키며 홍보함으로써 사람들과 서로 소통하

7 소셜타이징(socialtising): 소셜네트워크 마 , Social Network와 

advertising의 합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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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공감 를 형성할 수 있다. 가볍게 소유할 수 있는 아

트상품은 ‘장신구, 로치, 에코백, 휴 화 이스, 인

테리어 소품’등 기존 제품과 비슷하지만 작가만의 감성

이 충분히 녹아들어있는 디자인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

리고 한정품(Limited edition)으로 제작하면 소비자로 

하여  컬 트(Collect)하여 독 하고  욕구를 자극할 

수 있다. 주기 인 오 라인(off-line) 시를 통한 홍보

도 요하다. 작가의 작품들과 그리고 콜라보 이션된 

아트상품들을 람객 는 소비자들이 실제로 직  보

고 만지고 느끼면서 소통하여 친 감을 쌓으면 작품과 

상품에 한 심도 올라가고 가치도 올라갈 것이다.  

6. 결론 

시시각각 변하고 발 하는 로벌 디지털 시 에 순

수미술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해 알아보았다. 본 연구

자의 아날로그  작품을 디지털화 하여 자체 으로 순

수미술 작품과 디자인을 통합한 새로운 제품들을 연구, 

기획하 다. 미술과 디자인의 극  융합인 아트 콜라

보 이션의 성공사례들을 통해 술성과 상업성의 결

합으로 기업, 작가, 소비자에게 미친 정  향들도 

살펴보았다. 

1960년  팝 아트로 인해 미술계에 상업미술이 진

으로 발 하 다. 앤디 워홀(Andy Warhol)과 키스 

해링(Keith Haring)은 자신들의 작품을 이용하여 상업

이고 인 디자인 상품을 시하기도 하고, 클래

스 올덴버그(Claes Oldenberg)는 음식물 모형을 는 

상 을 열기도 하 다. 그들은 고, 화, 만화, 소비재 

상품 등을 주제로 작업하면서 과 소통하 고 상업

미술과 순수미술 사이의 경계를 허물었다.   

아트 콜라보 이션 역시 미술작품과 디자인간의 차

이를 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이 순수미술 

작가와 업하여 제품 디자인에 작가의 작품을 삽입함

으로써 기업은 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작가는 과 

소통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그리고 소비자는 술

 가치가 부여된 제품을 사용, 그리고 소유하는 것에 

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순수미술 작가가 랜드와 콜라보 이션을 통해 디

자인 상품을 제작할 때에는 기업의 마 을 통한 홍보

와 제작비 지원, 상품제작의 문가들과 일을 하여 많

은 장 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유명한 랜드 는 

기업과의 콜라보 이션의 기회는 소수의 유명한 작가

들에게 주어지므로 다수의 많은 작가들이 자신의 작

품을 디자인 제품으로 만들어 일반 들에게 작품을 

소개하는 경험, 기회를 갖지 못한다. 이제 아트 콜라보

이션이 미술계에서 새로운 창작의 역으로 자리 잡

았다고 볼 수 있기에, 본 연구자는 자신의 작품원본을 

직 으로 해체, 활용하여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융합

을 콜라보 이션 작업을 통해 새로운 술과 디자인을 

모색하고 연구하 다. 작가본인이 자신의 작품을 활용

한 제품을 직  디자인함으로써 술  감성과 작품의 

컨셉이 담긴 차별화된 제품을 제작할 수 있다. 

디지털 소통이 인간들에게 더욱 편해진 최근시 에 

직  만남이 어들고 메신 와 소셜 네트워크 앱을 

통한 교류는 순수미술 작가들에게 더 넓은 미술 시장을 

제공해 주고 있다. 아티스트들은 최근 마  트 드인 

‘소셜 타이징’을 이용하여 람객이자 소비자들과 좀 더 

쉽고 편하게 작가의 작품세계와 소통할 수 있고, 작가

가 직  제작한 아트상품을 매할 수 있는 창구로 사

용하고 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융합은 술에 있어

서 뿐만 아니라 소통에 있어서 새롭고 다양한 방향을 

작가들에게 제시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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