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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is study aims to provide visual data from analysis of the Depaysement approaches with new 
viewpoints to inspire and develop new fashion window design ideas. The literature and existing re-
searches related to Depaysement were analyzed for theoretical review, and Depaysement expression 
approaches were identified by expression characteristics. Theme concepts using traditional Korean 
images, which could be applied to fashion window displays in Korea, were established, and 
K(Korean)-fashion design was created to develop fashion window display design. Then, the 
Depaysement fashion window display was executed using Adobe Illustrator and Photoshop. The re-
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below. ‘Change of forms and materials’ could visualize the factors 
inducing curiosity, which can directly stimulate the consumption sentiment lying latent in the mind 
of observers by assigning new values to fashion goods displayed inside windows. Unconscious experi-
ence and remarkable stories, which are not possible to encounter in an everyday setting, can be vi-
sualized through the window display in ‘heterogeneous combination of objects.’ ‘The location change 
of an object’ could express the refreshing and shocking scene to give weird anxiety and mental con-
tradiction to observers by fashion window display, which could break fixed idea of human beings. 
‘The change of object awareness’ could express contradiction and denial, which could liberate the 
unconsciousness lying latent inside observers through fashion window display. ‘Change of spatial 
awareness’ could create the design which maximized the fashion images of goods displayed by help-
ing the observers to change the space of their unconsciousness selectively at their will through the 
fashion window display with hidden, strange, ambiguous and variable image like a rid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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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패션윈도우 디스플레이는 패션산업에서 브랜드 이

미지 부각과 판매촉진 대책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하고 있다. 패션기업들은 경쟁 업체들과의

차별화를 위해 브랜드와 상점의 얼굴인 윈도우 디스

플레이를 통해 각자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비주얼 마

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현대 패션산업은

초현실주의 표현기법과 같이 소비자들의 의식과 사

고를 환기시켜 구매욕을 일으키게 하는 독특하고 기

발한 패션윈도우 디스플레이 디자인 방법론 구축을

필요로 하고 있다.

초현실주의는 인간의 의식과 사고를 급격하게 전

환시키겠다는 이념으로 다양한 비전과 가능성들을 실

험하여 인간의 무한한 무의식적 세계 속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러한 무의식적 세계를

현실보다 더욱 사실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데페이즈망

표현기법을 활용하였다. 데페이즈망(Dépaysement)은

‘고향 또는 고국으로부터 추방하다, 낯설게 하다, 어

리둥절하게 하다.’라는 프랑스어의 동사 ‘dépayser’의

명사형으로서 ‘낯섦, 낯선 느낌, 낯섦을 느끼게 하다,

환경의 변화, 고국으로부터의 추방 등’과 같은 의미1)

를 뜻한다. 데페이즈망의 개념은 시각예술, 문학, 연

극 등에서 ‘낯설게 하기’, ‘전위’, ‘이국화’ 등으로 번역

됨과 동시에,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언어들로 통용되

고 있다. 상업 공간 안에서 패션과 초현실주의 데페

이즈망 특성이 접목되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멀티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는 현시대에서 다양한 시각

으로 연구할 가치가 있다.

본 연구는 초현실주의 데페이즈망의 표현특성을

활용한 패션윈도우 디스플레이를 의상디자인 실물제

작과 함께 전개함으로써 패션윈도우 디스플레이 디

자인의 발상과 개발에 영감을 줄 수 있는 시각 자료

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 패션윈도우 디

스플레이에 관한 국내 연구가 저조한 상황에서 소비

자들의 감성만족을 충족시킬 수 있는 데페이즈망 패

션윈도우 디스플레이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확인하고,

국내 패션윈도우 디스플레이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데페이즈망을 고찰한 본 연구는 향 후 패션

윈도우 디스플레이 분야의 다양한 후속 연구에 초석

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에 그 의의를 가

질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패션윈도우

디스플레이와 데페이즈망의 표현특성 및 표현기법에

대한 이론적 고찰은 관련 전문서적과 선행연구를 통

해 이루어졌다. 데페이즈망 패션윈도우 디스플레이

디자인 개발은 국내 백화점의 패션윈도우 디스플레

이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한국적 전통 이미

지의 테마와 컨셉을 설정하여 K(Korean)-패션디자

인 의상 실물을 우선적으로 제작하고, 선행연구를 통

해 분석된 각각의 데페이즈망 표현특성과 표현기법

을 기준으로 Adobe Illustrator CS5와 Adobe

Photoshop CS5를 응용하여 전개하였다.

Ⅱ. 이론적 고찰
1. 패션윈도우 디스플레이
패션윈도우 디스플레이는 패션 브랜드에서 비주얼

머천다이징(Visual Merchandising)의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한 시각적 마케팅 전략수단의 일환으로 상점의

윈도우라는 VP(Visual Presentation) 공간에 행해지

는 브랜드와 상품 이미지의 연출기획이다. 윈도우 디

스플레이는 패션 상품기획의 컨셉을 시각적으로 고

객들에게 표현하는 것으로써 진열 및 전시에 의한

제품의 전체적인 이미지와 소비자들의 새로운 라이

프스타일을 제안하여 구매 충동과 흥미를 일으키도

록 연출되어야 한다.

패션윈도우 디스플레이는 매장에 대한 잠재고객들

의 호기심을 자극시키고 상점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매장을 스쳐지나가는 관객들의 시

선과 관심을 이끌어낼 때에 브랜드의 매출과 연결되

는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즉 패션 상

업 공간의 패션윈도우는 매장의 외관을 결정짓는 요

소이며, 주된 연출 공간으로 소비자를 상점 내로 유

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2)

비주얼 머천다이저 및 윈도우 디스플레이어는 윈

도우의 위치, 크기 등 필요한 요소들을 정확히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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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윈도우 연출을 전제로 관련된 제반 구조적인

사항을 상점 건축 설계 시 반영되도록 하여 실제 연

출 작업에 근본적인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3) 패

션윈도우 디스플레이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세 가지

유형 즉, 규격․유리면․바닥면․벽면 등은 공간, 소

품․소도구․POP(Point-Of-Purchase advertising:

구매시점광고)는 오브제, 그리고 마네킹․헤어․메이

크업․의상 등은 패션스타일링으로 분류할 수 있다.

패션윈도우의 유형은 크게 수평구조와 수직구조로

구분된다. 수평구조는 일자형, 각진형, 코너형, 아케

이드형, 아일랜드형, 윈도우리스가 있으며, 수직구조

는 단층형, 복층형, 투시형으로 구분된다. 패션윈도우

의 설치형태로는 폐쇄형, 반개방형, 개방형, 섀도박스

등이 있으며, 패션디스플레이 유형은 브랜드 이미지

위주형, 상품 위주형, 혼합형으로 구분된다. 이를 바

탕으로 본 연구에서 전개한 패션윈도우 디스플레이

는 수평구조의 일자형 및 폐쇄형, 그리고 혼합형으로

기획하여 디자인하였다.

2. 데페이즈망의 표현특성과 표현기법
20세기 초반 초현실주의 예술가들에게 유행한 시

각적 변증법인 데페이즈망은 기존의 대상을 현실보

다 더욱 리얼한 잠재적 현실로 낯설게 표현할 수 있

도록 하였다.4) 데페이즈망은 실존하고 있는 친숙한

일상적 현실을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하나,

오히려 인간의 상상적 정신세계를 현실보다도 정확

하고 사실적으로 표현한다. 초현실주의 세계가 현실

보다 더욱 사실적이면 사실적일수록 그 부조리성 때

문에 더욱 충격적이며, 낯설고 환상적으로 보인다.

즉 데페이즈망은 서로 관련이 있거나, 전혀 관련이

없는 대상과 대상, 대상과 공간, 공간과 공간과의 연

결로서 비논리적, 비현실적 느낌을 창출하여 표현하

는 사실적 초현실주의 기법이다.5)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대상이나 공간이 서로 병존하거나, 낯설게 전

이되어 시공간을 초월하거나 합리적이고 이성적 논

리를 거부하는 동시에 무의식적인 병치적 융합 논리

와 객관적 우연성에 관찰자가 주목하고 주의하도록

만드는 것을 데페이즈망의 개념이자 방법적 원리라

할 수 있다.

데페이즈망의 특성은 본 연구에 앞서 선행된 허승

연, 이연희6)의 연구에서 5가지 표현특성과 10가지

표현기법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본 연구의 기준틀로

활용하였다. 패션윈도우 디스플레이에 나타난 데페이

즈망 연구7)에서 데페이즈망 표현기법은 총 10가지,

즉 ‘스케일의 변화, 재질의 변환, 이질적 오브제의 만

남, 이종결합, 대상의 낯선 공간 배치, 진열방식의 전

환, 대상의 중첩, 역설적 이미지, 가변적 경계인지,

내부 공간의 재구성 및 재질변환’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표현기법 중 ‘스케일의 변화, 재질의 변환’은

‘형태 및 재질의 변환’의 데페이즈망 표현특성을, ‘이

질적 오브제의 만남, 이종결합’은 ‘대상의 이질적 결

합’의 표현특성을, ‘대상의 낯선 공간 배치, 진열방식

의 전환’은 ‘대상의 위치전환’의 표현특성을, ‘대상의

중첩, 역설적 이미지’는 ‘대상의 인식전환’의 표현특

성을, ‘가변적 경계인지, 내부 공간의 재구성 및 재질

변환’은 ‘공간인지의 전환’의 데페이즈망 표현특성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구분되었다.

‘형태 및 재질의 변환’의 표현기법은 ‘스케일의 변

화, 재질의 변환’으로 분류된다. ‘스케일의 변화’는 관

찰자들의 감각을 무한대로 확장시키기 위해 일상적

대상의 전체 또는 특정부위 비율을 낯설고 과장되게

확대하거나 축소시키는 방법을, ‘재질의 변환’은 관습

적인 사고의 체계를 유기적으로 역행시키기 위해 대

상 본래의 외부 재질을 다르게 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대상의 이질적 결합’으로 분류된 표현기법은 ‘이질

적 오브제의 만남’과 ‘이종결합’이 있다. ‘이질적 오브

제의 만남’은 관찰자들의 고정된 의식을 탈피하고 보

다 자유로운 정식적 해방을 이루기 위해 관련성이

없는 대상들을 서로 결합 및 병치시키는 방법을, ‘이

종결합’은 관찰자들의 이성과 전통의 견실함을 파괴

하기 위해 동물, 식물 또는 사물을 인체와 기이하게

혼합시키는 표현방법을 의미한다.

‘대상의 위치전환’은 ‘대상의 낯선 공간 배치, 진열

방식의 전환’으로 분류된다. ‘대상의 낯선 공간 배치’

는 소비자들이 추측할 수 없는 예상치 못했던 광경

을 나타내기 위해 어떤 대상이나 공간을 그것과 관

련 없는 공간으로 기이하게 전이시키는 방법을, ‘진

열방식의 전환’은 인간의 관습적인 사고의 체계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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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특성 표현기법

형태 및 재질의

변환

스케일의 변화 일상적 대상의 비율을 과장되게 확대․축소

재질의 변환 대상의 외부 재질을 다르게 바꿈

대상의 이질적

결합

이질적 오브제의 만남 관련성이 없는 대상들의 결합 및 병치

이종결합 대상의 기이한 혼합

대상의

위치전환

대상의 낯선 공간 배치 관련 없는 공간으로 기이하게 전이

진열방식의 전환 전형적인 방법이나 형식의 틀을 의도적으로 바꿈

대상의

인식전환

대상의 중첩 부분적 가림과 노출을 통한 변칙적 이미지 구사

역설적 이미지 의미가 모호하도록 두 가지 이상의 성질을 부여

공간인지의

전환

가변적 경계인지 대상이나 공간의 모호한 경계 이미지

내부 공간의 재구성, 재질변환 공간 내부의 구조 및 내벽의 재질을 바꿈

<표 1> 데페이즈망의 표현특성과 표현기법

기적으로 역행시키기 위해 대상의 일정한 진열 또는

착장 방법이나 전형적인 배치형식의 틀을 낯설게 전

환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대상의 중첩’과 ‘역설적 이미지’의 표현기법은 ‘대

상의 인식전환’으로 구분된다. ‘대상의 중첩’은 대상

의 숨겨진 공통성과 모든 가능성을 관찰자들에게 한

꺼번에 무의식적으로 주입하기 위해 어떤 대상을 부

분적으로 가리거나 이면을 노출시킴으로써 변칙적인

이미지를 구사하는 방식을, ‘역설적 이미지’는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그 의미가 모호하게 해석될

수 있도록 하나의 대상이나 공간에 두 가지 이상의

성질을 부여하는 형식을 의미한다.

‘공간인지의 전환’은 ‘가변적 경계인지, 내부 공간

의 재구성 및 재질변환’으로 분류된다. ‘가변적 경계

인지’는 전경․대상․배경 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

여 착시를 일으키는 방법을, ‘내부 공간의 재구성 및

재질변환’은 관찰자들이 공간에 대한 본래 구조를 인

지하지 못하도록 공간 내부의 구조를 변환 및 재구

성하거나 소비자들의 선택적 지각을 확장시키기 위

해 유리 또는 디지털화면 등의 재질로 공간 내벽을

바꾸는 방법을 의미한다.

데페이즈망의 5가지 표현특성과 그에 활용된 표현

기법의 양상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Ⅲ. 데페이즈망 패션윈도우
디스플레이 디자인

1. 데페이즈망 패션윈도우 디스플레이 디자인
기획

본 연구에서 개발된 데페이즈망 패션윈도우 디스

플레이 디자인의 테마는 한국 복식 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한국적 이미지의 세계화’를 뜻하는 ‘코리아니즘

(Koreanism)’으로 현대 한국인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익숙한 한국 전통 이미지들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이

를 뒷받침할 본 연구의 디자인 컨셉은 한국의 미적

가치가 아름답고 성숙된 세계 속의 코리아리즘 꽃으

로 피어남을 의미하는 ‘컴 인투 블룸(Come into

bloom: 피어나다)’으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이 설정

된 본 연구의 디자인 테마와 컨셉은 패션윈도우 디

스플레이 내부에 진열된 패션디자인을 중심으로 나

타나도록 하였다.

한국적 이미지의 세계화를 표현하기 위한 본 연구

의 디자인 컬러는 무채색을 기본으로 내추럴 톤과

자연에서 영감 받은 부드러운 느낌의 색상을 활용하

였으며, 실버와 골드 같은 금속 느낌의 인위적이고

강렬한 색상들을 포인트로 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디자인 컨셉에 어울리도록 다양한 조화(造花: artifi-

cial flower)를 부자재로 사용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일반적인 윈도우 디스플레이 제작에 활용되는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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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디자인 1:

스케일의 변화

- 저자그림

<그림 2> 디자인 2:

재질의 변환

- 저자그림

<그림 3> 디자인 3:

이질적 오브제의 만남

- 저자그림

<그림 4> 디자인 4:

이종결합

- 저자그림

한 소재들을 사용하였다.

데페이즈망 패션윈도우 내부에 디스플레이 할 의

상은 ‘당의’와 ‘승무 장삼’, ‘배자’, ‘두루마기’ 등 한국

전통의상 실루엣의 디테일들을 응용하여 재킷, 블라

우스, 스커트, 뷔스티에, 케이프 등의 다양한 아이템

을 개발하였다. 이는 과거와 현재, 한국미와 서양미,

평면과 입체 사이에서 융합되어 존재하는 상태의 한

국적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유니크하게 표현하기 위

함이다.

2. 데페이즈망 패션윈도우 디스플레이 디자인
전개

1) ‘형태 및 재질의 변환’ 특성을 활용한

패션윈도우 디스플레이

데페이즈망의 특성 ‘형태 및 재질의 변환’을 활용

한 패션윈도우 디스플레이로 디자인 1<그림 1>은 데

페이즈망의 대표 작가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 ‘레슬러

의 무덤’을 모티브로 하였으며, ‘형태 및 재질의 변환’

의 표현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데페이즈망 기법 ‘스케

일의 변화’를 활용하였다. 이 작품은 관찰자들에게

무의식적인 세계와 비현실적인 낯선 광경을 선사하

기 위해 노린재와 꽃과 같은 생물체 오브제들의 비

율을 과장된 크기로 확대시켜 구성하였다. 윈도우 내

부 색상으로는 진열된 의상디자인의 부분 컬러와 조

화를 이룰 수 있도록 옐로우 오렌지 톤을 활용하였

다.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기 위해 윈도우 내부에

진열된 상품의 색상 및 형태와 유사한 노린재 벌레

들을 갑작스럽게 등장시켰으며, 이는 기존의 미적 가

치 판단에서 벗어난 신선하고 유희적인 충격을 관찰

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작품의 소재와 제작방법으

로 대형 꽃 오브제를 인테리어 필름을 레이저 커팅

하고, 노린재는 스티로폼을 조각한 후에 우레탄으로

코팅하여, 공간감 있는 윈도우의 배경과 내벽 이미지

는 실사출력물로 제작하였다. 이와 같이 ‘형태 및 재

질의 변환’ 표현특성을 나타내기 위한 디자인 1은 일

상적인 공간 내 거리와 시선에 따라 변화하는 윈도

우 내부 오브제들의 스케일 변화를 통해 관찰자들에

게 시지각적 혼돈을 야기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으

며, 이를 접하게 되는 대중들에게 정신적 충격과 함

께 진열된 상품에 대한 호감을 더욱 느낄 수 있도록

시도해 보았다.

패션윈도우 디스플레이 디자인 2<그림 2>는 ‘형태

및 재질의 변환’ 특성을 표현하기 위해 데페이즈망의

표현기법 ‘재질의 변환’을 활용하였다. 윈도우 내부에

연출할 꽃 오브제로는 진열된 의상디자인에서 부자

재로 사용된 꽃과 이를 확대시켜 표현한 검정색상의

제작물들을 활용하였다. 확대된 꽃 오브제들은 원단

과 인테리어 필름으로 제작하였다. 진열 의상은 재킷

을 입힌 형태와 벗긴 형태로 각각 천장으로부터 매

달아 나란히 병치하였다. 또한 상품들 뒤쪽에 디자인

은 동일하나 예상치 못한 이질적 소재와 색상을 각

각 적용한 제품들을 연출함으로써, 윈도우 내부 분위

기는 대중들에게 상품에 대한 새로운 가치 관계를

창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윈도우에 디스플레이 된

대상이 본래 소유하고 있던 표면적 성질을 다른 이

미지로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컬러의 조명으

로 연출을 시도하였는데, 이는 대상에 대한 관찰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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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각적 조화를 방해하고 낯섦은 지각적 경험과

사고를 확장시키기 위함이다. 본 작품은 다양한 크기

의 대형 꽃 오브제들은 각 꽃잎의 형태로 레이저 커

팅 된 검정색 인테리어 필름을 조합시키거나 실사

이미지로 출력된 투명한 인테리어 필름을 중첩시켜

제작하였고, 윈도우 배경 면은 실사 출력물을 압축

폴리염화비닐(포맥스)에 접합하여 설치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재질의 변환’ 표현기법이 적용된 패

션윈도우 디스플레이는 대중들에게 새로운 유희적

장면과 매혹적 분위기를 선사함으로써, 관찰자들 내

면에 잠재되어 있던 소비심리를 직접적으로 일깨울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2) ‘대상의 이질적 결합’ 특성을 활용한

패션윈도우 디스플레이

디자인 3<그림 3>은 데페이즈망의 특성 ‘대상의

이질적 결합’을 나타내기 위해 데페이즈망 표현기법

‘이질적 오브제의 만남’과 의상디자인 제작에 사용된

조화와 투명한 플라스틱 반구를 비롯한 다양한 오브

제 및 소품들로 윈도우 내부를 구성하였다. 디자인 3

의 배경과 내벽은 데페이즈망 진열된 의상디자인에

활용된 조화로 화려하게 장식하였으며, 내추럴한 분

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기 위해 윈도우 내부에 인조

인테리어 나무를 설치하였다. 한편 이와 대비되는 다

양한 악기를 소품으로 연출하여 이질적 오브제들의

우연한 만남을 표현하였는데, 이렇게 시각적으로 난

해하게 조합된 장면은 관찰자들에게 기대치 못한 의

외성과 유희적인 이미지들 전달하고 있다. 또한 윈도

우 내부에서 음악이 흘러나오는 듯한 밝고 재미있는

분위기를 시각적으로 연출하기 위해 레이저 커팅을

한 투명 아크릴 위에 음표 이미지의 투명 실사 출력

물을 접착하여 다양한 각도로 매달아 연출하였다. 이

와 더불어 윈도우 내부에서 음악이 흘러나오는 듯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음표의 형태를 형상화시킨

플라스틱 반구와 조화가 결합된 오브제를 사용하였

다. 이처럼 디자인 3은 ‘대상의 이질적 결합’을 표현

하기 위해 진열된 상품을 비롯한 자연적인 연출 소

재들과 완전하게 상관없는 여러 가지 대상들을 이질

적으로 조합하여 실험적이고 모순적인 시각적 이미

지를 창출하도록 시도해 보았다. 따라서 이렇게 이질

적인 오브제들의 우연한 만남을 나타낸 패션윈도우

디스플레이는 대중들에게 인간이 일상에서 접할 수

없었던 비상식적인 스토리를 전달할 것이며, 현실에

서 느낄 수 없었던 무의식적인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인간의 고정된 의식을 파괴시키고 보다 자유로운 정

신적 해방의 통로로 안내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디자인 4<그림 4>는 ‘대상의 이질적 결합’을 나타

내기 위해 데페이즈망 표현 기법 중 ‘이종결합’을 활

용하였다. 이 작품은 진열된 바디의 머리 부분을 커

다란 꽃다발로 변형하여 인간과 식물의 이종 결합된

이미지를 극적으로 나타냈다. 윈도우의 좌우 내벽은

진열된 의상에 활용된 조화로 장식하였고, 윈도우의

천장과 바닥면을 비롯한 배경면의 구조물은

MDF(Medium Density Fiber board: 중밀도 섬유 판

재)에 무늬목을 접합시켜 자연에서 느낄 수 있는 편

안한 분위기의 이미지로 디자인하였다. 특히 배경에

설치된 ‘MDF+무늬목’ 구조물 표면에는 한국 건축물

들의 지붕 처마 무늬가 인쇄된 실사 인테리어 필름

을 내추럴하게 접목시켜 혼합된 소재의 이미지를 표

현하였다. 또한 윈도우 좌우 내벽에 장식된 꽃들을

윈도우 배경 구조물에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재

질의 상식적 결합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디자인을

하였다. 이와 같이 인간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던

꿈과 같은 분위기의 이미지를 패션윈도우라는 공간

에서 형상화하여 노출시키는 ‘이종결합’적 표현은 전

형적인 고지식한 관념을 가지고 생활해오던 인간의

의식을 초월시킴으로써 관찰자들을 새로운 초현실적

세계로 인도할 수 있다. 또한 ‘이종결합’ 기법으로 표

현된 패션윈도우 디스플레이를 접한 대중들은 일상

적 분위기와 상반되는 윈도우 내부의 낯선 광경을

통해 진열 상품에 매력을 느낌과 동시에 특별한 가

치를 부여할 것이라 사료된다.

3) ‘대상의 위치전환’ 특성을 활용한 패션윈도우

디스플레이

디자인 5<그림 5>는 ‘대상의 위치전환’을 나타내기

위해 데페이즈망 기법 ‘대상의 낯선 공간 배치’를 활

용하였고, 진열된 의상 제작에 사용된 다양한 컬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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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디자인 5:

대상의 낯선 공간 배치

- 저자그림

<그림 6> 디자인 6:

진열방식의 전환

- 저자그림

<그림 7> 디자인 7:

대상의 중첩

- 저자그림

<그림 8> 디자인 8:

역설적 이미지

- 저자그림

눈동자 동공 이미지들로 윈도우 내부를 구성하였다.

윈도우 내부 배경은 일상 도시 생활과는 이질적인

휴양지 해변 이미지로 연출되었으며, 바닥은 백사장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해 모래로 처리하였다. 또한 배

경의 풍경 이미지 위로 윈도우 내에서 거리감이 느

껴지도록 크고 작은 열기구들과 구름을 떠다니게 하

였다. 열기구의 공기주머니 부분은 모두 진열된 의상

에 사용된 눈동자 동공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특히

제일 앞쪽으로 가깝게 확대된 열기구의 바구니 부분

을 의상이 입혀진 바디로 대체해 진열하였는데, 이는

대상을 낯설게 전이하여 위치시킴으로써 관찰자들의

고정된 의식을 파괴시키고 보다 자유로운 정신적 세

계로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 작품은 열기구의 공기주

머니 눈동자 이미지는 스티로폼을 조각한 후 우레탄

으로 코팅하여, 열기구 사이사이를 떠다니는 구름 오

브제는 실사 이미지를 접합시킨 폼보드를 레이저 커

팅하여 제작하였다. 또한 바닷가 풍경 이미지를 더욱

극적으로 윈도우 내에 나타내기 위해 배경과 바닥

사이를 비롯한 내벽 전체에 은경 아크릴을 설치 시

공함으로써, 윈도우 내부 연출물들이 모두 사방으로

반사되어 비춰지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신비와 경이

가 가득한 분위기의 ‘대상의 낯선 공간 배치’의 패션

윈도우 디스플레이는 도심 속에서 일탈을 꿈꾸는 대

중들에게 직관적이고 사실적으로 정밀하게 다가가고

있으며, 자유로운 사고의 순간을 즐길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또한 눈동자 동공과 같은 신체의 일부분을

과장되게 확대시켜 연출한 패션윈도우 디스플레이는

심미적이거나 도덕적인 관습에서는 다소 벗어난 방

식으로 관찰자들에게 다가갈 것이다. ‘대상의 위치전

환’ 특성을 나타낸 패션윈도우 디스플레이는 고착화

된 인간의 관념을 깨뜨릴 수 있는 장면구성과 함께

신선하고 충격적인 장면을 제공함으로써, 예기치 못

한 상식 밖의 공간에 디스플레이 된 상품에 대해 관

찰자들이 더욱 더 많은 흥미와 관심을 갖고 시선을

집중시키도록 할 것이다.

디자인 6<그림 6>은 ‘대상의 위치전환’ 특성을 표

현하기 위해 데페이즈망 기법 ‘진열방식의 전환’을

활용하였고, 진열된 의상 제작에 사용된 것과 같은

종류의 체스피스 오브제들로 윈도우 내부를 구성하

였다. 윈도우 내부 색상으로는 체스피스 및 진열된

의상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브라운 계열의 컬러

톤을 활용하였다. 윈도우 내벽 전체는 체스판을 확대

시킨 이미지로 표현하였으며, 이를 위해 MDF와 브

라운 톤의 무늬목을 활용하였다. 특히 윈도우 배경

면의 단조로운 분위기를 커버할 수 있도록 체스판을

형상화하는 구조물을 레이어드 하여 설치하였다. 또

한 디자인 6은 체스피스가 장식된 의상과 바디를 윈

도우 내벽에 옆으로 눕혀서 매달아 연출하였는데, 이

는 대중들에게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상황을 윈

도우라는 공간 내에서 사실같이 낯설게 보여줌으로

써 진열된 의상제품이 확대된 체스피스로 연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때 심혈을 기울여야 할 부

분은 진열된 의상제품의 실루엣이 중력에 의해 변화

되지 않도록 의상의 일정 부분들을 천장으로부터 세

밀하게 고정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상식 밖의

진열방법으로 패션상품을 연출한 패션윈도우 디스플

레이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대중들이 인식해 왔던

친숙한 디스플레이 방식이나 제품과 공간의 인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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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상호관계를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낯설게 전환시

키는 것으로써, 관찰자들에게 심리적 불안감과 기묘

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각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담

당하고 있다. 또한 이렇게 ‘대상의 위치전환’의 특성

을 나타낸 윈도우는 대중들에게 윈도우 내부 상품에

대한 특징을 강조시킬 있는 동시에 주변 상업공간과

의 차별화된 매장 이미지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4) ‘대상의 인식전환’ 특성을 활용한 패션윈도우

디스플레이

데페이즈망의 특성 ‘대상의 인식전환’을 활용한 패

션윈도우 디스플레이 개발 작품 디자인 7<그림 7>은

표현기법 ‘대상의 중첩’을 활용하였고, 진열된 의상

제작에 사용된 조화(造花)와 실크노방 원단으로 윈

도우 내부를 구성하였다. 윈도우 디스플레이 전체를

구성하는 색상으로는 진열 의상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따뜻한 느낌의 화이트 & 브라운 톤을 사용

하였다. 반투명한 실크노방을 중첩하여 천장으로부터

매달린 원단들과 설치된 계단 조형물을 부분적으로

가리거나 노출시킴으로써 각 대상들의 시작된 위치

와 이어진 부분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였다. 또한 윈

도우 내벽과 배경은 사물이 되비치는 유리거울이나

은경 아크릴로 시공하여 윈도우 내부 공간이 시각적

으로 확장돼 보이도록 하였다. 이처럼 ‘대상의 인식

전환’의 특성은 패션윈도우 디스플레이에서 불투명하

게 중첩된 진열상품과 연출오브제들을 통해 시공간

에 따라 변칙적으로 느껴지는 감각을 관찰자 스스로

가 통제하지 못하도록 표현할 수 있었으며, 인간이

자각할 수 있는 어떤 모양이나 형태를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디자인으로 나타낼 수

있었다.

디자인 8<그림 8>은 ‘대상의 역할전환’을 표현하기

위해 ‘역설적 이미지’ 기법을 활용하여 디자인 하였

으며, 진열된 의상에 사용된 것과 같은 조화(造花)로

윈도우 내부를 연출하였다. 색상은 의상과 조화를 이

룰 수 있도록 윈도우 전체를 차분한 그레이 실버톤

으로 적용하였다. 내벽과 천정, 바닥의 계단, 배경은

모두 압축발포 폴리염화비닐(포맥스)로 제작되었으

며, 앤틱 기둥은 시중에 시판되고 있는 디자인 중에

서 선택해 구성하였다. 이렇게 설치된 기본적인 연출

구조물들의 마감은 대리석 느낌의 재질로 표현되어

있는 인테리어 필름이나 실사 출력물로 마감 장식하

였다. 본 작품은 역설적 상황을 나타낼 수 있도록 윈

도우 내부에 진열한 의상과 그의 제작에 사용된 조

화(造花) 연출물들을 천장에 매달아 중력에 영향 받

지 않는 것처럼 공중에 부양시켜 표현하였다. 또한

이 디자인에서 윈도우 내부에 소품으로 연출된 화병

의 꽃과 의상을 나란히 병치시켜 진열하였는데, 이는

진열된 패션상품이 윈도우 내부의 오브제를 대신해

화병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는 패션이미지를 나타

내기 위함이다. 이와 같이 ‘역설적 이미지’는 패션윈

도우 디스플레이에서 상품과 오브제를 시적으로 나

란히 병치시켜 대중들의 자유로운 선택적 지각을 유

도함으로써 본래 상품이 가지고 있던 의미와 가치를

특별하게 극대화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나타낼 수

있었다.

5) ‘공간인지의 전환’ 특성을 활용한 패션윈도우

디스플레이

데페이즈망의 특성 ‘공간인자의 전환’을 활용한 패

션윈도우 디스플레이 디자인 9<그림 9>는 ‘공간인지

의 전환’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두 가지 표현기법

‘가변적 경계인지’와 ‘내부 공간의 재구성 및 재질변

환’을 활용하였다. 본 디자인에 구성된 연출 오브제

로는 윈도우 디스플레이를 위해 새롭게 제작한 투명

한 플라스틱 구형 니트볼(knit ball)과 의상 제작에

사용된 것과 같은 투명한 반구형 니트를 활용하였다.

윈도우를 구성하는 색상으로는 진열 의상에 적용된

차가운 느낌의 투명하고 광택 있는 화이트 톤으로

전체적인 분위기를 나타내도록 연출하였다. 윈도우

내부 바닥을 제외하고 내벽과 천장 및 배경 모두 유

리 거울로 시공하였으며, 배경 유리면 바로 앞쪽에

물결형태의 곡진 투명 아크릴 가벽을 설치하였다. 이

는 윈도우를 바라보는 관찰자들이 윈도우 본래의 내

부 구조나 형태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관찰자 개인

각각에게 새로운 공간을 무의식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다. 이와 더불어 투명한

낚싯줄로 매달린 플라스틱 구형 니트와 투명한 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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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디자인 9: 가변적

경계인지, 내부 공간의 재구성 및

재질변환

- 저자그림

<그림 10> 디자인 10 (변화과정) :

내부 공간의 재구성 및 재질변환

- 저자그림

형 니트 오브제들은 윈도우 내부에 진열된 의상과

중첩시켰다. 이렇게 윈도우 내부 공간과 제품 및 오

브제들의 경계를 중첩시켜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가

변적 경계인지’와 ‘내부 공간의 재구성 및 재질변환’

표현기법은 관찰자들에게 모호하고 흥미로운 장면을

제공할 수 있는 패션윈도우 디스플레이를 나타내기

에 적절한 수단임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패션윈도

우 디스플레이 디자인에서 ‘공간인지의 전환’ 표현기

법들은 관찰자 개개인의 자연스러운 무의식속의 선

택적 공간인지를 유도하도록 나타낼 수 있었으며, 소

비자들에게 진열된 상품을 신비롭고 환상적인 분위

기의 패션이미지로 인식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

할 수 있었다.

디자인 10<그림 10>은 ‘공간인지의 전환’을 나타내

기 위해 표현기법 ‘내부 공간의 재구성 및 재질변환’

을 활용하였다. 이 윈도우에 구성된 연출 오브제로는

본 연구의 디자인 컨셉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조화

(造花)가 내부에 삽입된 투명한 플라스틱 니트볼을

활용하였다. 윈도우 배경면의 소재로는 재활용된

PET병을 활용하였는데, 이 PET병들과 배경 벽면 사

이에 PET병들이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동시에 영상

이미지가 나타나는 LED 디지털 디바이스를 설치하였

다. 이 디지털 디바이스 장치는 윈도우 내부의 벽면

을 유희적으로 움직이게 할 뿐만 아니라, 입력된 프

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진열될 패션 아이템들의 영상

을 보여준다. 이때 영상으로 투영되는 패션 상품은

상하좌우로 회전하면서 상품의 디테일이 다각도로 연

출되며, 투영되는 상품의 외부 배경 면의 빛나는 폴

리크롬 컬러들은 환상적인 분위기를 나타낸다. 또한

윈도우 외부 측면과 정면에 3D 맵핑 빔 프로젝터를

설치하여 윈도우 내부에 연출되어 있는 투명한 플라

스틱 구형 니트 볼들의 색상을 가변적으로 변화시킴

과 동시에, 오브제들의 이미지가 가상으로 아른거리

도록 움직이는 효과를 보여주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신비롭고 재미있게 변화하는 디지털 착시 이미지를

적용시킨 패션윈도우 디스플레이 디자인으로 ‘공간인

지의 전환’ 특성을 표현할 수 있었으며 데페이즈망

패션윈도우 디스플레이가 기존의 아날로그적 사고와

관습적 상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초현실적 경험을 제

공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었다. 또한 ‘내부

공간의 재구성 및 재질변환’ 표현기법을 통해 인간이

일상생활에서 눈으로 느끼지 못하는 무의식속의 공간

을 실제로 존재하는 듯한 공간으로 인지시킬 수 있는

첨단 디지털 디바이스가 장착된 광학적 마술 이미지

의 패션윈도우 디스플레이 디자인을 전개할 수 있었

다. 따라서 패션윈도우라는 공간이 단지 상품만 진열

하는 기능으로 활용되는 장소가 아니라 다양한 유희

적 이벤트나 고차원적인 캠페인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음을 나타낼 수 있었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데페이즈망 패션윈도우 디스플레이

디자인 개발을 위해 데페이즈망을 패션윈도우 디스

플레이와 상관성이 있는 예술문화 분야 데페이즈망

관련 선행연구들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형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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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의 변환, 대상의 이질적 결합, 대상의 위치전환,

대상의 인식전환, 공간인지의 전환’과 같은 5가지 특

성으로 분류하였다. 데페이즈망의 표현특성 및 표현

기법을 적용한 패션윈도우 디스플레이 디자인 개발

의 심층적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윈도우 디스플레이에서 ‘형태 및 재질의

변환’의 표현특성인 ‘스케일의 변화’ 기법으로는 윈도

우 내부에 연출한 오브제들의 상식적 크기를 변화시

켜 관찰자들의 정신적 충격과 지각적 혼돈을 야기하

도록 시도하였으며, ‘재질의 변환’으로는 진열된 대상

들에게 예상치 못한 이질적 소재나 다양한 컬러의

조명 연출효과를 적용시켜 일반적으로 대상이 소유

하고 있는 표면적 성질을 다른 이미지로 낯설게 나

타나도록 표현하였다. 이처럼 ‘형태 및 재질의 변환’

특성은 윈도우에 디스플레이 된 패션상품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관찰자들 내면에 잠재되어 있

던 소비심리를 직접적으로 자극할 수 있도록 호기심

을 유발시키는 요인들을 시각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데페이즈망의 표현특성 ‘대상의 이질적 결합’

중 ‘이질적 오브제의 만남’ 기법으로는 상관없는 여

러 가지 사물들을 이질적으로 조합하여 실험적이고

모순적인 시각적 이미지를 창출하였으며, ‘이종결합’

의 표현기법으로는 마네킹이나 오브제의 형태와 성

질을 의도적으로 이질적인 것들과 혼합시켜 대상의

상식적 결합 경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하였다. ‘대상

의 이질적 결합’ 표현특성은 패션윈도우 디스플레이

디자인 개발을 통해 대중들이 일상에서 접할 수 없

었던 무의식적인 경험과 비상식적인 스토리를 현실

에서 사실같이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표

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대상의 위치전환’ 특성으로 나타난 ‘대상의

낯선 공간 배치’ 표현기법으로는 윈도우 내부 공간을

진열된 상품과 인과적인 상호관계성이 나타나지 않

도록 낯설게 연출하였으며, ‘진열방식의 전환’의 기법

으로는 일반적으로 대중들에게 친숙하게 인식되어

왔던 디스플레이 방식을 비논리적인 상태로 바꿔 표

현하였다. 패션윈도우 디스플레이에서 ‘대상의 위치

전환’ 특성은 고착화된 인간의 관념을 깨뜨릴 수 있

는 디자인 개발을 통해 관찰자들에게 기묘한 불안감

과 심리적 모순을 조성시킬 수 있도록 신선하고 충

격적인 장면을 나타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대상의 인식전환’ 표현특성 중 ‘대상의 중첩’

기법으로는 윈도우에 진열된 오브제들이나 상품내의

구성물들을 거듭 겹치게 하여 관찰자들이 시공간에

따라 대상의 형태를 자율적으로 구성토록 시도하였

으며, ‘역설적 이미지’의 표현기법으로는 대상을 중력

에 영향 받지 않는 모습으로 진열하거나 상품과 오

브제를 시적으로 나란히 병치시켜 본래 상품이 가지

고 있던 의미를 극대화시키도록 표현하였다. 이와 같

이 ‘대상의 인식전환’ 특성은 패션윈도우 디스플레이

를 통해 관찰자들 내면에 잠재해 있던 무의식의 영

역을 해방시킬 수 있는 모순과 부정의 연출 결과물

을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섯째, ‘공간인지의 전환’의 표현특성으로 나타난

‘가변적 경계인지’의 표현 기법으로는 윈도우 내부

공간과 제품 및 오브제들의 경계를 중첩시켜 관찰자

들에게 착시현상을 일으키도록 연출하였으며, ‘내부

공간의 재구성 및 재질변환’의 기법으로는 윈도우 내

벽과 배경 면의 재질을 변형시키거나 윈도우 내부

공간에 또 다른 구조물을 설치하여 관찰자들에게 윈

도우 본래의 내부 형태를 가변적으로 인지시키도록

디자인하였다. ‘공간인지의 전환’의 데페이즈망 표현

특성은 수수께끼 같이 숨겨진 낯설고 모호한 가변적

이미지의 패션윈도우 디스플레이 연출을 통해 관찰

자들의 무의식 속 공간을 그들 스스로 선택적으로

자유롭게 전환시킴으로써 진열된 상품의 패션이미지

를 극대화시킬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초현실주의 데페이즈망은 현재의

식 아래 깔려있는 인간의 정신세계를 자극하여 잠재

의식을 끌어냄과 동시에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범주

를 확장시켜 그것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 또한 데페

이즈망은 인간이 일반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시지각

적 표현방식과 상식적 적용범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 함으로써 관찰자들의 흥미와 심리적 반향을 충

분히 유발시키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패션윈도우

디스플레이 디자인을 위한 구상의 폭을 다각도로 발

전시킬 수 있는 적합한 수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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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대 사회에서 획일화된 한국의 전통

문화적 병리현상의 개선과 상업 공간 패러다임의 전

환을 위한 표현대상으로 접근할 때 정형화된 형식에

국한되어 있던 패션윈도우 디스플레이 디자인을 한

층 고차원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여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이 대중들이 꿈꾸

는 환상을 재미있고 유쾌하게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패션윈도우 디스플레이의 표현특성 및 디자인

연구는 국내 패션 상업공간의 질적 수준 향상과 매

출증대를 위해 체계적으로 꾸준히 발전되어야 할 것

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를 기점으로 패션윈도우 디스

플레이에 나타난 다양한 표현특성 및 표현기법에 관

한 후속 연구가 더욱 활발하고 심도 있게 진행된다

면, 미래의 창의적인 패션윈도우 디스플레이 기획 및

연출을 위한 디자인 발상은 한층 체계적인 프로세스

와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표현방법으로 실현화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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