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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considers types of expression and examines aesthetic characteristics by analyzing images ex-

pressed through space directing at Chanel Fashion Shows.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expression types on space directing at Chanel Fashion Shows are what is presented by distributing huge

objects associated with Fashion Shows at the center or back of the stage, integrating several detailed deco-

rative elements while maintaining the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runway in a linear form, and utili-

zing an inartificial place or newly forming the whole stage. The symbolism characteristic was first indicated

for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n space directing at Chanel Fashion Shows. Symbolism is indicated th-

rough the identification of an implicit meaning towards a specific object. The symbolism was highlighted

utilizing elements or stories that have a deep association with Chanel. Second, the characteristic of ecology

was expressed through the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the ecological environment by escaping the

harmful practices of civilization such as environmental disasters and human alienation. The expression of

visual ecology was emphasized utilizing themes related to environmental disasters or reviving the space of

primitive nature. Third, the characteristic of fantasy was shown to express thoughts that originated from the

human yearning for the ideal world contrary to an incomplete society. Fantasy was created by the inaccessi-

ble object in reality and a change in spatial structure. Fourth, the characteristics of amusement expressed

pleasure, which is the instinctive desire truly immanent in a human being. It was natural amusement, which

was advocated as freedom through the integration of neutrality, integrating either diverse elements (which

are naturally recognized in our daily life) into Fashion Shows or amusement, which expressed newness th-

rough utilizing unusual objects in Fashion Sh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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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오늘날 현대 사회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도래로

인하여 어느 하나의 흐름으로 단정 지을 수 없는 다원

화된 양상을 띄고 있다. 이는 과거에 존재해왔던 영역

들 간의 보이지 않는 경계를 와해(瓦解)시킴으로써 변

화와 새로움을 가치의 중심으로 여기는 패션의 영역에

서도 다각적인 사고의 전환을 통한 총체적인 접근의 시

도를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현대 패션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경향 중의 하나로써 여러 실험적인 조형 요소의 접

목을 통하여 이색적인 공간을 연출하는 패션쇼의 발전

은 패션 디자이너의 예술적 감성 및 철학이 투영된 하나

의 기호로 작용하여 관객의 위치에 서 있는 대중들의 시

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됨으로써

인간의 감성과 지적 호기심을 자극해옴과 동시에 새로

움에 대한 욕망을 충족시켜 주었다. 다양한 패션쇼 중에

서 Chanel의 패션쇼에서 자아내는 다채롭고 환상적인

공간 연출은 단순히 패션쇼의 개념을 넘어 창조적 조형

의지가 크게 내재되어 있는 종합예술의 장으로 평가받

고 있다(Kim & Kim, 2013).

본 연구와 관련된 최근 선행연구에 대해 살펴보면 조

형 원리에 따른 패션쇼 무대 디자인의 공간 구성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S. H. Kim, 2012), 게슈탈트의 시 ·지

각적 원리 이론을 중심으로 패션쇼 무대에서의 화예(花)

디자인에 관한 연구(Yoo, 2011), 국내 패션쇼에 관한 실

태분석연구(Han, 1988), 패션쇼에 있어서 무대 장치 사

례분석연구(Yun & Lee, 2001)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패션쇼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거시

적인 관점에서 외국의 패션쇼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국내

패션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시

킬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거나 패션쇼 무대에서 건축이

나 화예 등 특정 분야에 대한 디자인의 사례를 분석하

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이에 본 연구는 Chanel 패션쇼 공간 연출이 나타난 이

미지 분석을 통하여 표현 유형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찰

해보고 그 안에 내제되어 있는 미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

는데 목적이 있다. 다양한 패션 브랜드 중 Chanel의 선정

배경은 현재 Chanel의 수석 디자이너인 Karl Lagerfeld

와 무대 연출을 담당하는 Stephan Lubrina와의 10년 이

상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협업을 통하여 브랜드만의

독창적이고 획기적인 패션쇼의 연출을 선보임에 따라

패션쇼 공간 연출의 표현 유형 및 미적 특성을 연구하

고 분석하는데 적합한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본 연구를 통하여 브랜드만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공간을 모색하는 패션쇼를 연출함에 있어서 어떠한 시

각적인 효과들의 접목을 통하여 대중들에게 표출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디자이너 자신만

의 창조적 의지를 대중에게 보다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

는 패션쇼를 연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

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위한 내용 및 절차는 첫째, 패션쇼에 대한

일반적 고찰 및 Chanel과 무대 총 책임자로 활동 중인

Stefan Lubrina에 대해 고찰한다. 둘째, Chanel 패션쇼의

이미지 분석을 토대로 공간 연출의 표현 유형을 범주화

하여 고찰한다. 셋째, 이를 바탕으로 Chanel 패션쇼에

나타난 공간 연출의 미적 가치를 파악한다.

연구방법 및 범위는 패션쇼 및 Chanel에 관련된 학술

단체에 게재된 선행연구 논문, 국 ·내외 단행본, 인터

넷 및 전문서적을 중심으로 한 이론적인 연구를 수행하

였으며, 2004 S/S부터 2013 S/S까지 최근 10년간 www.

chanel.com, Youtube, GAP, Vogue 등 국 ·내외 패션 잡

지 및 컬렉션지, 인터넷 자료들을 이용해 수합한 Chanel

의 패션쇼 무대가 나타난 이미지 자료 39장을 활용한 사

례연구를 병행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패션쇼와 패션쇼의 공간 연출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

1) 패션쇼의 개념

패션쇼(fashion show)는 ‘특정 기간 동안 유행하는 스

타일’을 의미하는 ‘fashion’과 ‘보여주다’라는 뜻을 내포

하는 ‘show’가 합성된 단어로써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

면 “디자이너나 소매상 및 도매상, 제조업자들의 패션

상품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모델에게 옷을 입혀 하나의

주제, 프로그램, 음악, 조언자, 대본 등에 따라 상품을 형

식적으로 디스플레이하는 것, 또는 계절의 신상품을 보

여주거나 디자이너의 특정 스타일을 형식적으로 제시하

는 것”을 뜻한다(Fashion dictionary, 1999).

패션쇼에 관한 다양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Troxell

and Stone(1981)은 패션쇼란 음악, 해설자 등과 함께 모

델이 의상을 입고 등장하여 대중에게 이를 선보이는 것

이라고 정의하였으며, Hwang(1999)에 의하면 패션쇼는

다양한 표현 효과를 접목한 하나의 공연과 같은 형태를

띄며 이는 대중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새로운 유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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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Ku and Hur(2000)의

연구에서는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패션쇼는 판매촉진

을 위하여 행해지는 이벤트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고

객에게 새로운 트렌드를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회

사의 이미지를 만드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고 하였으

며, Diehl(1976)는 새로움과 재미를 동반한 패션쇼의 새

로운 방향성에 대해 제안하였는데 이는 이미 많은 패션

쇼를 관람한 관객들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패션쇼란 다양한 공연적인 요소들의 유기적인 결

합을 통하여 브랜드만의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형태의

결과물을 창출함으로써 대중들에게 패션의 유행 및 경

향, 패션 디자이너나 패션 브랜드의 철학과 이미지 등

외형적인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더 나아가 대중

들의 심리에 새로운 감흥을 환기시킴으로써 내적인 공

감대를 형성하는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패션쇼는 패션 위크뿐만 아니라 업태, 장

소, 목적 등에 따라 텍스타일 패션쇼, 갤러리 패션쇼, 프

레스쇼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의상 종류에 따라

크게 개인을 위한 맞춤복 중심의 Haute Couture와 대중

적인 기성복 중심의 Prêt-à-Porter로 양분되어 진다(Yun

& Lee, 2001). 최초의 Couture로 평가받고 있는 Charles

Frederic Worth는 고객과 닮은 체형의 모델에게 의상을

착용하여 판매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계절별로 S/S, F/W

컬렉션을 대중들에게 선보임으로써(Lee & Park, 2011)

현대 패션쇼와 유사한 형태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하

지만, Couture의 고객은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대중매체

의 발달과 Prêt-à-Porter 체제의 출현은 특정 계층에 국한

되어 있던 패션 산업의 구조를 대중 중심의 산업으로 탈

바꿈시킴으로써(Lipovetsky, 1987/1999) 대중들에게 패

션쇼를 관람할 수 있는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

였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의상을 고객에게 선보이는 데 중

심을 두었던 과거의 일률적이고 획일화된 패션쇼의 형

태에서 벗어나는 결과로 이어졌다. 즉, 다양한 무대 효

과 및 여러 예술 장르와의 유기적인 접목은 브랜드의

철학과 지향성을 구체화 시키는 새로운 형태로의 전환

을 야기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Duggan(2001)은 이와

같은 패션쇼를 “Theater without a plot”이라고 지칭하였

다. 즉, 패션쇼는 대중과의 직접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

작용하여 관람자와의 보이지 않는 유대감을 통한 브랜

드의 충성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지 가치 상

승의 결과를 이끌어냄으로써 패션쇼가 차지하는 의미는

점차 높아질 것이다(Choi & Shin, 2008).

2) 패션쇼의 공간 연출

Essence Korean dictionary(2013)에 의하면 공간이란 어

떤 물질이나 물체가 실재할 수 있거나 어떠한 사건이 발

생할 수 있는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범주,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는 칸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공간은 여러 조형 요소들과 상호 작용을 통하여 형

성되는 것으로 공간의 환경이나 분위기를 새롭게 조성

하는 것은 다양한 특성의 에너지를 부여함으로써 가능

해진다(Chun, 2009). 즉, 패션쇼의 공간 연출은 형(形)이

없는 공간에 무대를 중심으로 여러 조형 요소의 접목을

통하여 어떠한 목적을 지닌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창조

적인 작업(Kim et al., 2010)으로써 다양한 요소들의 상

관적인 역학적 작용에 의해 대중과 상호 교감하기 위한

하나의 공간에서 구성된다.

패션쇼의 공간 연출을 위한 다양한 구성 요소에 대하

여 Everett and Swanson(1996)는 패션쇼는 주제, 장소,

관객, 의상, 모델, 무대, 안무, 음악으로 구성되어진다고

하였으며 Yun and Lee(2001)는 무대, 조명, 영상, 효과,

모델, 관객, 음악의 조화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또한,

Shin(2005)의 연구에서는 주제, 연출, 장소, 관객, 홍보,

예산을 의미하는 내적 요소와 모델, 무대, 음악, 조명, 의

상을 뜻하는 외적 요소로 패션쇼의 구성 요소를 구분하

였다. 이와 같이 패션쇼의 공간 연출은 어느 하나의 요소

로 인하여 구성되는 것이 아닌 디자이너의 창조적인 영

감과 다양한 표현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공간의 구조적

메커니즘과 결부시켜 가시적인 형태로 표출함과 동시에

패션쇼를 관람하는 관객에게 선험적인 공간과 가상의

공간 사이에서 생기는 긴장감을 체험하도록 유도한다

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관객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

는 열린 공간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현대 패션에서 여러 패션 디자이너 및 패션 브랜드들

은 다변화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공간 연출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극히 일부이

며 예산이나 첨단 장비 및 고급 인력의 부족, 시간적 제

한 등의 여러 문제점들로 인하여 단순한 공간 연출을

구성(Yun & Lee, 2001)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 관객들이 보다 의상에 집중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도 하지만 디자이너의 창작

의도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대중과 의사소

통의 매개체로서의 본질적인 패션쇼의 의미를 상실하

게 된다. 따라서 효과적인 공간 연출을 위해선 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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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로써가 아닌 디자이너의 표현 의지가 담긴 의상에

생명력을 더하는 작업으로써 서로 간의 균형적 조화와

변화에 그 가치를 두어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

2. Chanel과 Stefan Lubrina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

Chanel은 20세기 초 Gabrielle Chanel에 의해 탄생된 이

래로 1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변치 않는 모던하고 세

련된 스타일로써 대중들에게 어필하고 있다. 특히, 패션

의 역사에서 Chanel의 가장 큰 업적은 여성 복식의 현대

화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1차 세계 대전으로 인한 여성들의 사회 진출은 성적

인 대상으로써 여성의 신체를 구속하던 과거의 상류 사

회의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의상에서의 일탈을 허용하

였고, Chanel은 직선적인 실루엣과 신축성이 있는 저지

소재를 사용하여 의상에 자유로움과 활동성을 부여함

으로써 단순함과 실용성이 내재되어 있는 새로운 여성

을 위한 옷을 창조하였다. 또한, 그녀는 전통적으로 성

직자용이나 장례용으로 사용되어 왔던 검정 색상을 모든

색상을 이기는 절대적인 색상(Harvey, 1995)이라고 생각

하였으며, 이를 패션에 적용시킴으로써 검정색이 대중

적인 색상으로 자리 잡는 데 크게 기여했다. 대표적인 예

로 1926년 Chanel이 발표한 Little black dress에 대하여

Vogue에서는 ‘전 세계가 입는 드레스’라고 칭하였으며,

검정색의 절제미와 현대적인 디자인이 가미된 포드 자

동차 T모델에 비유되기도 하였다(English, 2009/2011).

2차 세계 대전의 전쟁 속에서 패션계를 떠났던 Cha-

nel은 ‘패션에 대한 멋있는 유언을 남기기 위한 것’(Lee

& Park, 2011)이라는 목적 하에 1954년 패션쇼를 개최

하게 된다. Chanel이 선보인 의상은 과거의 단순하면서

도 기능미를 살린 디자인으로써 1950년대 패션을 주도

하였던 우아한 여성미를 지향하는 Christian Dior의 New

look과는 상반된 형태였다. 이에 대하여 Chanel은 좋은

옷이란 여성 자체에서 지니고 있는 아름다움을 잘 표현

해주는 수단일 뿐이며 그것은 착용의 용이함과 실루엣

의 자연스러움에서 표출된다고 하였다(Wallach, 1998).

또한, Chanel은 의상뿐만 아니라 의상을 돋보이게 하는

구두, 퀼팅 백, 머리 장식 등 다양한 액세서리를 사용하

여 토털 패션을 창안하였다. 이렇듯 자신의 패션 철학

을 고수하면서 보이지 않는 변화를 이행하였던 Chanel

은 패션 차원을 넘어서 여성을 대변하는 표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Chanel의 역사는 두 번의 큰 전쟁의 조우

(遭遇)와 함께 했던 첫 번째 시기, 두 번째는 1954년 Gab-

rielle Chanel의 복귀로 시작되었으며(Baudot, 1999), Ga-

brielle Chanel의 사후 Karl Lagerfeld의 현재의 Chanel을

들 수 있다.

1970년대를 거치며 기성복 시장의 정착은 백여 년간

패션의 변화를 주도해온 파리 쿠튀르들의 위상을 크게

약화시켰고(Song, 2012), Chanel은 새롭게 변화하는 시

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능동적인 변화와 혁신이 요구됨

에 따라 1982년 독일인이자 기성복 디자이너로 활동하

였던 Karl Lagerfeld를 수석 디자이너로 선택하였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은 과거의 지속된 요소와 더불어

서입니다.”(Baudot, 1996/2002)라고 하였던 Karl Lager-

feld는 Chanel의 과거를 현재의 시각에서 재조명하고 현

대를 미래적인 관점으로 관망하고자 하였다(Kim, 2006).

즉, Chanel의 전통적인 패션 아이템을 수용하여 해체와

재조합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Karl Lagerfeld는 그 시대

와 부합하는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하였으며 현재까지 브

랜드만의 확고한 아이덴티티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

처럼 현대에서 보이는 Chanel의 변화는 생전의 Gabrielle

Chanel이 지향하였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더니티

의 정신과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Song, 2012).

이와 같은 Chanel의 정체성은 의상뿐만 아니라 광고,

VMD 등 다양한 BI작업에서도 표현되며, 그 중 대표적

인 것의 하나로 패션쇼를 들 수 있다. Chanel 패션쇼의

무대 총 책임자인 Stefan Lubrina는 파리 국립 예술 및

디자인 대학에서 무대 디자인을 전공하였으며 Karl La-

gerfeld의 사진 작업에 쓰이는 소품을 제작하는 계기를

시작으로 매장의 실내 장식뿐만 아니라 패션쇼 무대 연

출까지 약 20년 이상 Karl Lagerfeld와 협업을 진행해왔

다(“A fantasy factory”, 2010).

패션쇼의 공간 연출에 대해 Stefan Lubrina(“Change

surreality to reality”, 2012)는 창의성을 기반으로 상상을

현실화하는 과정으로 무한한 가능성 속에 구성되는 패

션쇼의 공간은 항상 혁신성을 내포한다고 하였으며, 이

를 “옷을 입지 않은 또 하나의 모델”이라고 하였다. 또

한, Chanel 패션쇼의 공간 연출을 진행함에 있어서 본

인의 역할은 구두(口頭)나 간단한 스케치를 통하여 전

달하는 패션 디자이너의 관념(觀念)을 정확하게 파악하

여 현실의 세계에 구체화시키는 것이며 전체적으로 자

연스럽고 매끄러운 조화를 이룬 쇼를 위해서는 패션 디

자이너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보다는 본질적인 이해를 통

해 형성되는 공감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즉, 디자이너의 비현실적인 사유의 세계에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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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발상을 무대 위에 가시화시켜야만 하는 패션쇼

는 분명 공간이나 여러 효과를 수반하는 기술적인 부분

도 중요하지만 원활한 소통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며 Karl

Lagerfeld와 Stefan Lubrina의 오랜 기간 동안의 협업은

무한한 가능성을 현실화시키는 Chanel 패션쇼에서 없

어서는 안 될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III. Chanel의 패션쇼에 나타난

공간 연출의 표현 유형

Chanel의 패션쇼에서 무대 공간을 연출하는데 있어서

의 혁신성은 기존의 천편일률적(千篇一律的)인 런웨이

의 형태를 지속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무대 자체에 의미

를 부여하여 대중들에게 의상을 돋보이게 하거나 디자

이너의 영감을 전달하는 직접적인 매개체로 활용함으

로써 브랜드의 이미지와 분위기의 잔상을 대중들의 기

억 속에 지속적으로 연결시켜주는 효과를 자아낸다. 이

와 같은 Chanel의 패션쇼에 나타난 공간 연출의 표현

유형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2004 S/S부터 2013 S/S까지

최근 10년간 Chanel의 Prêt-à-Porter와 Haute Couture 패

션쇼 이미지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첫째, 오브제를 웅장

한 스케일로 가시화한 공간 연출, 둘째, 직선 형태의 런

웨이를 유지하면서 여러 세부적 장식 요소들을 가미한

공간 연출, 셋째, 인위적이지 않는 본연 그대로의 장소

를 활용하거나 무대 전체를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을

시도한 공간 연출로 범주화하여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1. 오브제를 웅장한 스케일로 가시화한 공간 연출

Chanel의 패션쇼에서 오브제를 웅장한 스케일로 가시

화한 공간 연출의 형태는2006 S/S, 2007 S/S, 2007 F/W,

2008 S/S, 2008 F/W, 2009 S/S, 2009 F/W, 2010 S/S,

2010 F/W, 2011 S/S, 2012 S/S, 2012 F/W, 2013 S/S,

2013 F/W Prêt-à-Porter와 2004 F/W, 2005 S/S, 2005 F/

W, 2006 S/S, 2008 S/S, 2008 F/W, 2009 F/W, 2010 F/W,

2011 S/S, 2011 F/W Haute Couture를 들 수 있다.

Prêt-à-Porter 컬렉션을 먼저 살펴보면, 2006 S/S는 핑

크색 배경의 전면부에 브랜드의 로고가 새겨진 iMAC

을 활용한 무대 디자인<Fig. 1>을 선보였다. 20세기 후

반 인터넷 시대의 도래와 함께 컴퓨터란 과거의 단순히

정보를 저장하고 연산을 수행하는 전자 기계의 개념에

서 벗어나 다양한 콘텐츠뿐만 아니라 인간의 감성까지

수반할 수 있는 산업으로 빠르게 발전하게 하였다. 이

와 같이 컴퓨터와의 접목을 통한 공간 연출은 다양한

시대상을 수반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패션의 속성

을 컴퓨터의 외적 형상성과 결부하여 암시적으로 드러

내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2007 S/S<Fig. 2>는 블랙

과 화이트 색상의 대비로 이루어진 Chanel만의 모던한

드레스 룸을 무대 위에 배치시켜 모델들이 막 의상을

착장하고 나오는 듯한 긴장감을 자아내었다. Karl La-

gerfeld가 어느 추운 날 여대생의 모습을 통하여 얻은 영

감(“2007 F/W ready to wear Chanel”, 2007)을 토대로 진

행된 2007 F/W<Fig. 3>는 소복이 쌓인 눈과 흰색의 구

름과 같은 자연 오브제들을 활용하여 대중들의 촉각으

로의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추운 겨울날의 이미지를 환

기(喚起)시켰으며, 2008 S/S<Fig. 4>에서는 Chanel을 대

표하는 더블 C로고와 반짝이는 별과 함께 패션의 대표

적인 아이템의 하나로 인식되는 리본을 거대하게 조형화

한 컬렉션을 선보였다. “회전목마는 돌아간다. 그리고 다

시 한 번 마법을 자아낸다”라는 테마(“A fantasy factory”,

2010)를 바탕으로 진행된 2008 F/W<Fig. 5>는 Chanel의

펠트 모자를 연상시키는 듯한 상부의 구조물과 함께 퀼

트 백, 트위드 재킷, 동백꽃, 진주, 리본 등 Chanel의 대표

적인 패션 아이템들을 접목시킨 회전목마의 무대를 통

Fig. 1. Chanel Prêt-à-Porter.

2006 S/S.

From Chanel spring 2006
fashion show. (2011).

http://www.youtube.com

Fig. 2. Chanel Prêt-à-Porter.

2007 S/S.

From Chanel spring 2007
fashion show. (2011).

http://www.youtube.com

Fig. 3. Chanel Prêt-à-Porter.

2007 F/W.

From Chanel fall 2007
fashion show. (2011).

http://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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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순수한 아동기의 심성

으로의 전환을 통환 환희와 동화적인 환상을 동시에 불

러 일으켰다고 해석할 수 있다. 2009 S/S <Fig. 6>는 깡

봉가에 위치한 Chanel의 상징적인 플래그십 스토어를 실

제와 거의 동일한 크기로 제작하여 브랜드만의 독자성

을 나타내었으며, 2009 F/W<Fig. 7>는 반짝이는 검정색

의 바닥과 함께 흰색 상의 벽면의 조합과 분할을 통하여

여덟 개의 작은 공간들을 구성한 무대로써 다양한 방향

으로 배치된 문들은 무대 위로 걸어 나오는 모델들의

동선에 자연스러운 변화를 줌과 동시에 관객으로 하여

금 의상의 다채로운 형태를 여러 방향으로 인지할 수 있

는 시선의 자유를 부여함으로써 의상에 대한 다양한 해

석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2010 S/S <Fig. 8>는 전원 분

위기를 자아내는 건초더미와 오두막을 활용하여 Marie

Antoinette의 생가(“A fantasy factory”, 2010)를 패션쇼의

무대로 옮겨놓았다. 무대의 발상이 되었던 Hameau de

La Reine은 그 당시 프랑스의 사상가 Rousseau의 자연주

의가 상류 사회의 유행을 이끌면서 Marie Antoinette 또

한 시골 느낌이 나는 작은 마을을 베르사유 궁전 내에 만

들었다(Park, 2011). 즉, 18세기 복잡한 혼돈의 시대에 정

서적 이완을 가져왔던 자연주의를 지향하는 공간 연출은

관객으로 하여금 간접체험을 유도함으로써 본연의 삶에

서 벗어나 자연으로의 동화를 꿈꾸게 되며 이는 심리적

인 안정감과 편안함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2010 F/

W<Fig. 9>에서는 스칸디나비아에서 실제 빙하를 공수

하여 제작한(Mower, 2010) 무대를 선보였다. 이는 대중

들로 하여금 북극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

니라 런웨이 표면 위에 의도적으로 물을 고여 있게 연출

하여 지구 온난화로 점차 변화하는 생태계의 단면을 간

접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현대 사회의 무분별한 자연 파괴

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흰 자갈이 깔린 오솔길

과 검정 아라베스크 울타리를 활용한 2011 S/S<Fig. 10>

는 프랑스 성의 정원을 옮겨놓은 듯한 공간을 연출함으

로써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었다. 또한, 2012 S/S

<Fig. 11>는 하얀 모래와 커다란 진주조개, 산호와 어패

류 등 다양한 바다의 산물들을 오브제로 활용하여 신비

로운 해저의 세계를 표출하였으며, 2012 F/W<Fig. 12>

와 같이 화이트와 블랙 색상으로 그라데이션된 자수정

조각을 불규칙적으로 배치하여 마치 지하 동굴 속을 무

대 위에 옮겨놓은 것 같은 무대는 경이로운 분위기를 자

아내었다. 이는 “자연이 바로 최고의 디자이너다”(“2012

F/W ready to wear Chanel”, 2012)라고 언급한 Karl La-

Fig. 4. Chanel Prêt-à-Porter.

2008 S/S.

From Défilé prêt-à-porter printemps-été
2008 Chanel “Nuits d'Été”. (2012).

http://www.youtube.com

Fig. 5. Chanel Prêt-à-Porter.

2008 F/W.

From Chanel: Runway design-2008
F/W ready to wear. (2012).
http://eldestandonly.com/

Fig. 6. Chanel Prêt-à-Porter.

2009 S/S.

From Chanel: Runway design-2009
S/S ready to wear. (2012).
http://eldestandonly.com/

Fig. 7. Chanel Prêt-à-Porter.

2009 F/W.

From Chanel : Runway design-2009
F/W ready to wear. (2012).
http://eldestandonly.com/

Fig. 8. Chanel Prêt-à-Porter.

2010 S/S.

From Chanel spring summer
2010 full fashion show part 2. (2010).

http://www.youtube.com

Fig. 9. Chanel Prêt-à-Porter.

2010 F/W.

From Défilé prêt-à-porter
automne-hiver 2010-11 Chanel. (2012).

http://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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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feld 자신의 이상적인 세계관에 대한 직접적인 표출

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대중들에게 기계적이

고 획일화된 현대 사회에서 자연으로의 회귀를 통한 일

탈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현대인들의 정서에 해방과 자

유를 가져다주는 장으로 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13

S/S<Fig. 13>는 태양열 집열판을 활용한 런웨이 위에 풍

력 발전기의 오브제를 접목시킨 무대(Blanks, 2012)를 선

보였는데 이와 같은 형태의 공간 연출은 대중들에게 현

대 사회에서 점차 부각되고 있는 에너지의 중요성을 부

각시킴과 동시에 화석연료의 과다한 사용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 문제 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디자이

너의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는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13 F/W<Fig. 14>에서 Chanel은

무대의 중앙에 브랜드의 로고가 그려진 수백 개의 깃발

이 꽂힌 거대한 지구본을 활용한 이색적인 무대를 연출

하였는데, 이는 패션에서의 Chanel의 가치를 상기시키는

공간으로써 앞으로 전 세계의 중심에서 패션에 대한 위

상을 제고하기 위한 내적인 목적을 암시적으로 표출하였

다고 해석할 수 있다.

Haute Couture 컬렉션을 살펴보면, 2004 F/W<Fig.

15>는 Chanel의 로고가 들어간 종이케이스를 거대하게

조형화하여 캣워크의 중앙에 불규칙적으로 배열하여 무

대를 연출하여 브랜드만의 고유의 이미지를 부각시키

는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2005 S/S<Fig. 16>는 Chanel

의 로고의 분수대를 접목한 연못, 검정 바탕에 하얀 색

상의 꽃을 매치시킨 조형물들을 활용하여 고급스러운

궁전의 실내 정원을 연상하게 하는 무대를 선보였다.

2005 F/W<Fig. 17>는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커다란 원의

조형물들을 천장과 바닥 부분에 배치하여 UFO와 같은

비행 물체가 지상으로 내려오는 듯한 착시 현상과 함께

런웨이로 등장하는 모델들이 외계에서 오는 느낌을 자

아냄으로써 신비롭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었다.

<Fig. 18>에서는 2006 S/S 무대로써 무대 중앙에 배치된

거대한 기둥의 조형물은 다양한 기계 장치와의 접목을

통하여 상 ·하로의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였고 피날레

의 장면에서 거대한 기둥의 상승으로 내부에 배치되어

있던 사선형의 계단의 표출은 마치 천장에서 계단이 내

려오는 듯한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켰다. 2008 F/W<Fig.

19>는 오르간의 외형에서 보이는 여러 개의 파이프의

형태를 거대하게 형상화한 무대를 연출하였는데, 이는

청각에서 얻은 영감을 시각적 환희로 표현한 컨셉에 맞

추어(“2008 F/W haute couture Chanel”, 2008) 사물에서

Fig. 10. Chanel Prêt-à-Porter.

2011 S/S.

From Défilé prêt-à-porter printemps-été
2011 Chanel. (2012).

http://www.youtube.com

Fig. 11. Chanel Prêt-à-Porter.

2012 S/S.

From Spring-summer 2012
ready-to-wear show Chanel. (2011).

http://www.youtube.com

Fig. 12. Chanel Prêt-à-Porter.

2012 F/W.

From Chanel fall/winter
12/13 fashion show. (2012).

http://www.myfacehunter.com

Fig. 13. Chanel Prêt-à-Porter.

2013 S/S.

From Trailer of Chanel
spring-summer 2013 show. (2012).

http://www.youtube.com

Fig. 14. Chanel Prêt-à-Porter.

2013 F/W.

From Chanel fall winter
2013-14. (2013).

http://www.youtube.com

Fig. 15. Chanel Haute Couture.

2004 F/W.

From Chanel “Haute couture”
fall/winter fashion show. (2004).

http://scanpix.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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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상되는 이미지를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공간 연출은

대중들의 시각적인 감각의 자극을 통하여 청각으로의

전환을 가능케 하는 인터페이스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고 할 수 있다. 2008 S/S<Fig. 20>에서는 무대의 중앙에

Chanel을 대표하는 트위드 재킷을 20m 높이의 웅장한 크

기로 조형화하여 공간을 연출하였으며, 2009 F/W<Fig.

21>에서는 Chanel을 대표하는 향수인 N
o

5를 거대하게

형상화한 화이트 오브제를 활용하여 무대 공간을 연출

하였다. 1921년 향수 제조가인 ‘어니스트 보’ 의해 제작

된 Chanel N
o

5는 단순한 선으로 이루어진 모던한 향수

병의 디자인과 80여 가지 향료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독

특한 향으로 그 당시 혁신적인 향수(Baudot, 1996/2002)

로써 대중들에게 선풍적인 반향(反響)을 불러일으켰으

며 지금까지 Chanel을 대표하는 향수로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이 Chanel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패션 요소를 무

대의 공간 연출에 적용시키는 것은 브랜드만의 아이덴터

디를 나타내줌과 동시에 패션을 상기시킬 수 있는 하나

의 기호로 작용하였다. Chanel이 2010 F/W에서 보여준

12m 크기의 거대한 금색상의 사자상과 진주가 결부된

무대<Fig. 22>는 Gabrielle Chanel의 별자리가 사자자리

인데 착안(“2010 F/W haute couture Chanel”, 2010)하여

제작되었으며, 2011 S/S<Fig. 23>에서는 Gabrielle Cha-

nel이 생전에 거주하던 아파트의 소품에서 영감 받은 커

다란 거울 장식과 Chanel의 아이코닉한 요소들을 활용

한 무대(“2011 S/S haute couture Chanel”, 2011)를 선보였

다. 이처럼 Gabrielle Chanel과 연관된 요소들을 활용한

패션쇼의 공간 연출은 Chanel에 있어서 Gabrielle Cha-

nel이 차지하는 역사적인 의미와 상징을 새롭게 재조명

함과 동시에 현대에 맞게 재해석하여 새로운 절충적인

공간의 형태로 표현되었다. 2011 F/W<Fig. 24>에서는

방돔 광장의 밤을 재현한 무대로써 은은하게 비추는 가

로수 조명들과 나폴레옹 1세가 아우스테를리츠(Auste-

rlitz) 전투의 승리를 기념을 위해 세운 원기둥, 고풍스러

운 건물들의 모습을 재해석하여 무대 위에 선보였다.

방돔 광장은 파리에서 오랫동안 유명한 명품샵과 보석

상 등이 즐비하게 모여 있는 패션의 명소로 Karl Lager-

feld는 샤넬의 역사가 로맨틱한 방돔 광장과 함께 하였다

는 점에서 착안(“2011 F/W haute couture Chanel”, 2011)

하여 무대 공간을 연출하였다.

이와 같이 무대의 중앙 또는 뒷면에 패션쇼와 관련된

오브제를 웅장한 스케일로 가시화함으로써 무대 공간을

연출한 패션쇼는 오브제의 큰 형태를 통하여 대중의 주

Fig. 16. Chanel Haute Couture.

2005 S/S.

From Chanel “Haute couture”
spring/summer 2005 collection. (2005).

http://scanpix.no

Fig. 17. Chanel Haute Couture.

2005 F/W.

From Défilé haute couture
automne-hiver 2005-6 Chanel. (2012).

http://www.youtube.com

Fig. 18. Chanel Haute Couture.

2006 S/S.

From Chanel: Runway design-2006
S/S haute couture. (2012).
http://eldestandonly.com/

Fig. 19. Chanel Haute Couture.

2008 F/W.

From Défilé haute couture automne-
hiver 2008-9 Chanel. (2012).

http://www.youtube.com

Fig. 20. Chanel Haute Couture.

2008 S/S.

From Défilé haute couture
printemps-été 2008 Chanel. (2012).

http://www.youtube.com

Fig. 21. Chanel Haute Couture.

2009 F/W.

From Défilé haute couture
automne-hiver 2009-10 Chanel. (2012).

http://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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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성을 배가시킬 뿐만 아니라 무대와 관객 사이에 형성

된 공간의 근접성을 높여줌으로써 관객의 시선을 이끌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직선 형태의 런웨이에 장식적인 요소들을 가미

한 공간 연출

Chanel의 패션쇼에서 직선 형태의 런웨이를 유지하면

서 여러 세부적 장식 요소들을 가미한 공간 연출의 형

태는 2004 S/S, 2004 F/W, 2005 S/S, 2005 F/W, 2006 F/

W, 2011 F/W Prêt-à-Porter와 2007 S/S, 2009 S/S, 2010

S/S Haute Couture를 들 수 있다.

Prêt-à-Porter 컬렉션을 먼저 살펴보면, “모던함을 추구

하는 패셔니스타들을 위한 클래식 샤넬 럭셔리”의 테마

(“2004 S/S ready to wear Chanel”, 2003)를 주제로 하여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부각시켰던 Chanel의 2004 S/S 레

디 투 웨어 컬렉션<Fig. 25>에서는 의상에서 보이는 젊

고 에너제틱한 느낌보다는 전체적으로 무채색 계열의 무

대 색상에 흰색의 Chanel 로고, 플랫한 런웨이 위에 일

상성으로 간과되었던 직사각형 모양의 긴 의자들을 일

률적으로 배치한 무대를 선보였다. 이와 같이 무채색의

색상과 단조로운 무대의 접목은 무대에서 표출되는 다

채로운 의상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으로 해석할 수

있다. <Fig. 26>은 남성 모델을 여성복 차림으로 무대에

등장시켜 이목의 집중을 받았던 2004 F/W로 원근감을

적용하여 끝없이 이어지는 고속도로의 배경과 실재 아

스팔트가 놓인 캣워크의 접목을 통하여 대중들에게 일

상적인 형태로써의 친숙함을 제공하였으며, 2005 S/S

<Fig. 27>에서는 붉은 색상의 카펫의 무대 위에 Linda Ev-

angelista, Naomi Campbell 등 패션계의 원조 슈퍼 모델

들과 그녀들을 촬영하기 위해 수없이 터지는 후레쉬와

같은 테마를 활용하여 레드 카펫의 세레머니를 보는 듯

한 유희적인 표현들을 적용함으로써 대중들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시키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였다. 또한, <Fig.

28>은 2005 F/W의 무대로써 연속적으로 배치된 사각

형의 금속 조형물들과 세라믹으로 코팅된 흰색의 캣워

크를 활용하여 건축적인 구조물에서 오는 시각적인 원

근감의 효과를 극대화시킴으로써 의상을 착장하고 나오

는 모델들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2006 F/W<Fig.

29>에서는 베이지 색상의 미니멀리즘한 무대에 다수의

핀 조명과 스포츠 경기에서 사용되는 무빙카메라를 런

웨이의 좌 ·우에 배치하여 무대 위에서 걷고 있는 모델

Fig. 22. Chanel Haute Couture.

2010 F/W.

From Défilé haute couture automne-hiver 
2010-11 Chanel. (2012).
http://www.youtube.com

Fig. 23. Chanel Haute Couture.

2011 S/S.

From Chanel haute couture
printemps-été 2011. (2011).

http://www.youtube.com

Fig. 24. Chanel Haute Couture.

2011 F/W.

From Chanel's fall winter 2011/2012
haute couture, Grand palais, Paris.
(2011). http://www.youtube.com

Fig. 25. Chanel Prêt-à-Porter.

2004 S/S.

From Chanel spring summer 2004
Paris 1 of 4 prêt-à-porter woman.
(2012). http://www.youtube.com

Fig. 26. Chanel Prêt-à-Porter.

2004 F/W.

From Chanel autumn winter 2004
2005 Milan 3 of 4 prêt-à-porter woman.

(2013). http://www.youtube.com

Fig. 27. Chanel Prêt-à-Porter.

2005 S/S.

From Chanel spring summer 2005
4 of 4 Paris prêt-à-porter. (2013).

http://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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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움직임과 함께 의상의 미세한 형태 변화까지도 직접

적으로 영상으로 보여줌으로써 역동적인 느낌을 자아내

었다. 이처럼 현대 과학이 창출해 낸 최첨단 테크놀로

지의 수용을 통한 패션쇼의 무대는 관객으로 하여금 시

각적인 흥미를 고조시키고 현실에서 느낄 수 없는 감흥

을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공간으로 작용하였다. 2011 F/

W<Fig. 30>에서는 런웨이의 주변에 검은 돌들과 뿌옇

게 올라오는 증기를 활용하여 화산 용암 속을 보는 듯한

광경을 자아내었다.

Haute Couture 컬렉션을 살펴보면, 2007 S/S<Fig. 31>

는 흰색의 거대한 커튼과 Chanel의 로고가 들어간 카펫

을 패션쇼에 접목하였으며, 2009 S/S<Fig. 32>와 같이

화이트 색상의 종이로 제작된 꽃을 기둥이나 쇼장 전체

에 장식하고 장미와 카밀리아를 테이블 위에 배치하여

꽃에서 표출되는 여성스럽고 우아한 이미지를 자아하

였다. 즉, 이는 장식의 자체에서 표출되는 심상(心象)을

활용함으로써 패션쇼의 분위기를 한층 우아하고 고급스

럽게 탈바꿈시켜놓았다. 또한, 2010 F/W 오트 쿠튀르

컬렉션<Fig. 33>에서는 알루미늄으로 장식된 런웨이의

주위에 네온 색상의 빛이 변화하는 원통형의 기둥을 연

속적으로 배치하여 보다 극적인 무대를 연출함으로써

미래적이면서도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었다. 이와 같

이 패션과 연관성이 없는 이질적인 속성을 갖는 요소들

의 차용을 통한 공간 연출은 대중들이 기존의 가치 체계

에서 추구하던 런웨이의 관념에 대한 해체를 통하여 새

로운 인식의 장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모호하고 이질적

인 초현실적 세계로의 전환을 가능케 하였다.

이처럼 직선 형태의 런웨이의 형태적 특성을 유지하

면서 여러 세부적 장식 요소들을 가미하여 형성된 공간

연출은 패션쇼의 공간을 중앙과 외부의 공간으로 양분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형태가 상이한 중앙 부분에 관객

의 이목이 자연스럽게 집중되는 효과를 나타내게 될 뿐

만 아니라 장식 자체에서 표출하는 다채로운 이미지의

조화를 통해 패션쇼의 분위기를 한층 돋보이게 하는 효

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3. 본연 그대로의 장소를 활용하거나 새로운 공간

으로의 탈바꿈을 통한 공간 연출

Chanel의 패션쇼에서 인위적이지 않는 본연 그대로

의 장소를 활용하거나 무대 전체를 새로운 공간으로 탈

바꿈을 시도한 공간 연출의 형태는 2004 S/S, 2006 F/W,

Fig. 28. Chanel Prêt-à-Porter.

2005 F/W.

From Chanel autumn winter 2005
2006 Paris full show. (2012).

http://www.youtube.com

Fig. 29. Chanel Prêt-à-Porter.

2006 F/W.

From Chanel fall/winter
2006 - Part 1. (2008).

http://www.youtube.com

Fig. 30. Chanel Prêt-à-Porter.

2011 F/W.

From Chanel - fall winter 2011
2012 full fashion show. (2011).

http://www.youtube.com

Fig. 31. Chanel Haute Couture.

2007 S/S.

From Chanel: Runway design-2007
S/S haute couture. (2012).
http://eldestandonly.com/

Fig. 32. Chanel Haute Couture.

2009 S/S.

From Défilé haute couture
printemps-été 2009 Chanel. (2012).

http://www.youtube.com

Fig. 33. Chanel Haute Couture.

2010 S/S.

From Défilé haute couture
printemps-été 2010 Chanel. (2012).

http://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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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F/W, 2012 S/S, 2012 F/W, 2013 S/S Haute Couture

를 들 수 있다.

Haute Couture 컬렉션을 살펴보면,<Fig. 34>의 2004

S/S에서는 낡고 오래된 느낌의 벽면과 흰색의 아치형

창문,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장식되어 있는 무대를 통하

여 오트 쿠튀르의 우아하면서도 고풍스러운 이미지를

자아내었다. 2006 F/W<Fig. 35>에서는 타원형 캣워크의

모양에 따라 개방된 천장, 사각형의 조형물을 일률적으

로 반복되게 배치한 무대를 활용하여 마치 하늘과 지상

의 경계를 모호하게끔 하는 가상적인 공간을 연출하였

으며, 2007 F/W<Fig. 36>과 같이 생 클루(Saint-Cloud) 공

원의 정갈한 아름다움을 활용한 무대는 인위적이지 않

은 자연스러움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가치를 표현한 것

이라 할 수 있다. <Fig. 37>은 2012 S/S로 실제 전용기의

공간을 그대로 재현한 무대를 선보였다. 이와 같이 일상

적인 환경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요소들의 접목을 통

한 공간 연출은 관람객으로 하여금 실제 비행기의 기내

석에 앉아서 패션쇼를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그 자체로써의 재미를 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2012 F/W<Fig. 38>에서는 1900년대 만국박람회 이

후 한 번도 오픈하지 않은 그랑 팔레 내부의 귀빈실을 활

용하여 실크로 제작된 카멜리아 꽃송이가 만개한 나무

를 런웨이의 주변에 장식하여 공간을 연출하였다. 이는

장소에서 오는 희소성의 가치와 Chanel을 대표하는 아이

템과의 조화를 통해 패션쇼의 공간을 보다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전개시키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2013 S/S<Fig.

39>에서는 거대한 오크 나무와 소나무들이 울창한 숲, 그

리고 그 안에 오솔길을 런웨이로 활용한 원형 극장 형태

의 무대는 훼손되지 않는 원시적인 자연의 형태를 직접

적으로 표출함으로써 현대 사회에서 자연을 중시하는 사

고방식과 더불어 원시적인 자연 상태가 그대로 보존되

길 바라는 현대인들의 이상향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공간 연출은 인위적이지 않는 본연 그대로

의 장소를 활용하거나 무대 전체를 새롭게 구성하여 현

실과 상반된 전혀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을 시도하기

위한 장으로 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대

중들의 시선에 의존하였던 형태에서 벗어나 전체적으

로 외부와 단절된 형태의 패션쇼의 분위기를 형성함으

로써 관객들에게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는 공간과 전혀

다른 새로운 공간에서 자신만의 감성과 해석으로 패션

쇼의 즐거움을 발견하도록 유도함이라고 할 수 있다.

Fig. 34. Chanel Haute Couture.

2004 S/S.

From Chanel autumn winter 2004
2005 Paris 1 of 4 haute couture.
(2013). http://www.youtube.com

Fig. 35. Chanel Haute Couture.

2006 F/W.

From Chanel ad for haute
couture show fall 2006. (2007).

http://www.youtube.com

Fig. 36. Chanel Haute Couture.

2007 F/W.

From Chanel : Runway design-2007
F/W haute couture. (2012).
http://eldestandonly.com/

Fig. 37. Chanel Haute Couture.

2012 S/S.

From Chanel haute couture
SS 2012 PFW. (2012).

http://www.youtube.com

Fig. 38. Chanel Haute Couture.

2012 F/W.

From Chanel-haute Couture-automne-
hiver 2012-2013 full show. (2012).

http://www.youtube.com

Fig. 39. Chanel Haute Couture.

2013 S/S.

From Chanel spring-summer 2013
haute couture show. (2013).

http://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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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고찰해본 Chanel의 패션쇼에서 나타난 공간

연출의 다양한 표현 방법들은 패션쇼의 공간에 대한 새

로운 시각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열린 사고에 기인한다

고 할 수 있으며 표현 유형들을 범주화하여 이미지별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1).

IV. Chanel의 패션쇼 공간 연출에

나타난 미적 특성

패션쇼의 공간 연출에 있어서 다양한 표현 방법의 시

도는 새로운 미적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대중들에게 의

상뿐만 아니라 패션쇼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켜주는 효

과를 가져옴과 동시에 브랜드의 이미지 상승으로 이어지

는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난다. 이로 인하여 현대 패션에

있어서 패션쇼가 차지하는 의미와 가치는 더욱 확대되

고 있다.

Chanel 패션쇼의 사례고찰을 통해 공간 연출이 표출

하는 미적 특성은 첫째, 상징성의 특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Farbridge(1970)에 의하면 상징이란 언어나 문

자로는 전달하기 힘든 어떠한 생각이나 사실을 어떠한

형태나 이미지로 대치하여 표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

였으며, 인류학자 Firth(1973)는 상징주의의 본질은 다

른 것을 치환하는 것으로서 어떤 것에 대한 인지를 의

미한다고 하였다. 즉, 상징성이란 어떠한 대상에 인간

의 정신세계에 내제되어 있는 관념의 이입을 통하여 가

시적인 것이나 실제적인 것으로 형상화시키는 일체의

Table 1. Expression types of space production in Chanel Fashion Shows

Expression Types Chanel Fashion Show Images

Space directing 
by distributing 

huge size objects 
associated with 
Fashion Shows

Space directing 
by integrating 

decorative 
elements on the 

runway in a 
linear form

Space directing 
by utilizing an 

inartificial place 
or newly forming 
the whole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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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Chanel의 패션쇼에 나

타난 공간 연출의 상징성은 <Fig. 18>, <Fig. 24>와 같이

Chanel을 대표할 수 있는 패션 아이템을 직접적으로 활

용하여 그들의 패션 미학을 표출하였고, <Fig. 21>, <Fig.

32>나 <Fig. 28>, <Fig. 29>와 같이 건물의 외형이나 장

소의 특수성, 또는 디자이너와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을

오브제로 활용하여 새로운 공간을 선보임으로써 Cha-

nel의 이미지를 상징화하였다. 이와 같이 Chanel과 관련

된 다양한 요소들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하여 상징

적으로 전개하는 것은 생전에 Gabrielle Chanel이 지향

하였던 본질적인 가치를 수용함과 동시에 현실에 상응

하는 형태로 재창조함으로써 Chanel이 지향하는 혁신

성과 역사성을 대중들에게 보다 강하게 전달하는 상징

적인 기호로 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자연성의 특성을 나타냈다. 자연성이란 Song and

Yang(1992)에 의하면 원시주의의 특성 중의 하나로 순

수한 자연의 모습을 부각시켜 문명에 물들지 않는 자연

으로의 동경과 동화를 추구하는 것이며 이는 첨단 산업

화로 인하여 무분별하게 파괴되어가는 환경 문제에 대한

반향에서 기인한다고 하였다. 또한, Kim and Lee(2010)

의 연구에서는 자연으로의 회귀와 파괴되지 않은 자연

본연의 상태를 지향하며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자연을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라고 정의하였다. 다시 말해서 자

연성은 인간 중심의 사회에서 행하여져 왔던 환경 재해

와 인간 소외와 같은 문명의 병폐에서 벗어나 생태 환경

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자 하는 일환으로 표출된다

고 할 수 있다. Chanel의 패션쇼에 나타난 공간연출의 자

연성은 <Fig. 27>, <Fig. 34>나 <Fig. 15>와 같이 자연의

이미지를 표방할 수 있는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거나 <Fig.

37>처럼 자연으로부터 천연 에너지를 얻기 위한 기계들

을 접목하여 자연성을 표출하였다. 이는 무차별한 자연

개발 속에 파괴되어가는 지구 환경을 훼손되지 않은 상

태의 원시 자연의 공간으로 무대 위에 재현함으로써 에

콜로지 이미지를 강하게 표출하였으며, 현대사회에서 무

분별한 자원의 소비로 인한 에너지의 중요성을 어필하였

다. 이와 같은 공간 연출은 대중들에게 자연의 원시성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시키는 효과를 자아내

었다.

셋째, 환상성의 특성을 나타냈다. 환상성에 대하여 Le-

utrat(1995/2002)는 실제 현실을 지배하는 법칙들에 영향

을 끼치는 왜곡이라고 정의하였으며, Rottensteiner(1978)

에 의하면 이미 존재하여왔던 질서의 파괴를 통하여 억

압되어 있던 잠재의식의 해체와 활성화는 환상적인 것

의 체험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였다. 즉, 환상성이란 불

완전한 현실에 반하는 이상적인 세계에 대한 인간의 동

경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으며 비현실적이고 초자연

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다양한 조형 예술 양식들은

꿈과 환상의 초월적 이상향을 충족시키기 위한 창조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Chanel의 패션쇼에 나타난 공간

연출의 환상성은 <Fig. 8>과 같이 공상 과학의 세계에서

접할 수 있는 UFO의 형태를 형상화하거나 현대인들의

정서에 동심의 세계로의 환기를 불러일으키는 회전목마

와 같은 무대<Fig. 19>를 구성하여 현실에서 접할 수 없

는 물체, 즉, 인간의 사유의 세계 속에 잠재되어 있는 실

체를 가시화함으로써 환상성을 표출하였다. 또한, <Fig.

36>와 같이 빛의 다양한 특성을 통해 패션쇼 공간의 영

역을 확장시키거나 <Fig. 2>, <Fig. 36>처럼 공간 구조의

변화를 통하여 대중들을 현실과 전혀 다른 세계로의 진

입을 유도하는 것은 현대사회의 기계적이고 획일적인

의식 세계에서 벗어나 것, 그 결과물 자체가 하나의 환

상성을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유희성의 특성을 나타냈다. Ha(1994)의 연구에

서 유희는 진지함 대신 가벼움을 추구하며 재미와 웃음

을 유발시킴으로써 현실에서의 일탈을 위한 방법을 제공

하며 그 자체로 즐거운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고전주의

미학가인 Friedrich Schiller은 “인간의 생명은 유희 충동

에서 출발하며 사람인 한 그는 유희(놀이)하며, 그가 유

희하는 한 그는 완전한 인간이다”(Shin, 1992)라고 언급

하였다. 즉, 유희는 순수한 즐거움으로 인간의 본연에

내재하고 있는 가장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욕구의 하나

이며, 현대 사회에 크게 부각되어지는 유희적 경향은 물

질적인 풍요와 함께 현대인들에게 수반되는 생활 속의

중압감과 스트레스에 대한 반작용(S. Y. Kim, 2012)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Chanel의 패션쇼에 나타난

공간연출의 유희성은 <Fig. 1>, <Fig. 20>나 <Fig. 3>,

<Fig. 33>과 같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

는 아이템을 활용하거나 <Fig. 19>, <Fig. 28>과 같이

전혀 의외의 사물을 패션쇼와 접목시킴으로써 표출되

었다. 이와 같은 공간 연출은 새로움을 통하여 이루어

지는 의미에서의 즐거움과 일상생활에서 간과되었던

자연스러운 것의 접목을 통한 자유의 의미에서의 즐거

움을 동시에 수반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Chanel의

패션쇼에 나타난 공간 연출의 이미지를 미적 특성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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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2).

V. 결 론

오늘날 현대의 패션쇼는 과거의 전통적이고 획일화

된 개념에서 벗어나 다채로운 시도를 통하여 디자이너

의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이미지를 총체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하나의 장으로 전개되어 나가고 있을 뿐만 아

니라 패션쇼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가치의 발견을 이끌

어내고 있다. 본 연구는 Chanel의 패션쇼에 나타난 공간

연출의 표현 유형과 미적 특성을 고찰한 것으로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Chanel의 패션쇼에 나타난 공간 연출의 표현 유형은

첫째, 패션쇼와 연관된 오브제를 거대한 크기로 무대의

중앙 또는 뒷면에 배치하여 무대 공간을 연출한 것이다.

큰 형태의 오브제를 활용한 공간 연출은 무대와 관객

사이의 근접성뿐만 아니라 대중들의 주목성까지 높여

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직선 형태

의 런웨이의 형태적 특성을 유지하면서 여러 세부적 장

식 요소들을 접목시켜 연출한 것이다. 이는 패션쇼의 공

간을 중앙과 외부의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분할하여 상

대적으로 형태가 다른 중앙 부분에 관객의 시선을 유도

Table 2.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Space Production in Chanel Fashion Shows

Aesthetic Characteristics Chanel Fashion Show Images

Characteristic
of symbol:

emergence through 
putting implicit meaning 

into specific objects

Characteristic
of nature:

expressions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e 

ecological environment

Characteristic
of fantasy:

expressions that originated 
from a human desire 
about an ideal world

Characteristic
of amusement:

expressions for pleasure, 
which is an instinct desires 
truly immanent in human

– 822 –



Chanel의 패션쇼에 나타난 공간 연출의 표현 유형과 미적 특성 99

하는 효과를 나타냄과 동시에 장식 자체에서 자아내는

다채로운 이미지는 패션쇼에서 지향하는 분위기를 보다

고조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인위적이지

않는 본연 그대로의 장소를 활용하거나 무대 전체를 새

롭게 구성하여 연출한 것이다. 이와 같은 공간 연출은 대

중들에게 외부와의 상반된 색다른 공간의 체험을 가능

케 함으로써 패션쇼의 몰입도를 상승시켜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고찰을 통해 Chanel의 패션쇼에 나타난 공

간 연출의 미적 특성은 첫째, 상징성이다. 상징성은 구체

적인 사물에 함축적인 의미의 이입을 통하여 가시화함

으로써 표출되는 것으로 Chanel 관련된 요소들을 테마

로 활용하여 브랜드만의 독창적인 패션쇼를 연출하는 것

은 Chanel의 정체성을 내포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수반

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자연성이다. 자연성은 현대 사

회에서 생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자 하는 일

환으로 표출되는 것으로써 환경 재해에 관련된 테마를

활용하거나 훼손되지 않은 상태의 원시 자연의 공간을

무대 위에 재현함으로써 자연의 이미지를 강하게 표출

하였다. 셋째, 환상성이다. 환상성이란 불완전한 현실에

반하는 이상적인 세계에 대한 인간의 동경에서 표출되는

것으로 현실에서 접할 수 없는 물체 또는 공간 구조의

변화를 통하여 현실과 전혀 다른 세계를 무대 위에 가

시화함으로써 환상성을 표출하였다. 넷째, 유희성이다.

유희성은 인간 본연에 내재하고 있는 본능적인 욕구인

즐거움을 표출하는 것으로써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

에서 자연스럽게 인식되는 다양한 요소들을 활용하거나

이색적인 사물을 패션쇼에 접목시킴으로써 새로움을 통

하여 형성되는 유희와 자연스러운 것의 접목을 통한 자

유의 의미에서의 유희를 표방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성적인 연출과 역동적인

발상의 전환을 통해 다채로운 공간 연출을 시도한 Cha-

nel의 패션쇼는 현대 패션에서 패션쇼의 무한한 가능성

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으며 현대 사회에서 보다 다변화

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패션 산업에서도 기존의 획일화되있던 무

대에서 벗어나 보다 창조적이고 새로운 공간 연출의 전

개에 도움을 주리라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가 패션쇼

의 공간 연출을 논함에 있어 시각적 자료의 한계점으로

인해 다소 무대에 편중된 분석이 진행되었음을 밝히며,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패션쇼의 공간 연출에 사용된 조

명, 음악 및 모델 등 다양한 분야와의 학문적 소통을 통

한 연구뿐만 아니라 Haute couture와 Prêt-à-Porter 컬렉

션의 특성 및 Karl Lagerfeld와 Stefan Lubrina의 협업 이

전의 샤넬 패션쇼에 대해 연구의 초점을 맞추어 비교분

석하는 심층적인 후속연구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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