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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analyzes trends of fashion show window displays, regarding it as a new form of installation

art that has the characteristics of contemporary art. Fashion show window displays are more than a physical

space for displaying and have emerged as a new space in which creative expressions of arts take place. This

research presents the characteristics of contemporary fashion show window displays by analyzing the cha-

racteristics of contemporary art. First, recent show window displays have shown “decentralization”: various

themes, forms, and mediums that are accepted without discrimination. Recent show window displays devi-

ate from conventional methods, constantly pursuing experimental and progressive ideas and also include ca-

tegories of current art, body art, and live art. Second, show window display has “interactiveness” that en-

ables two-way communication between audiences and art, rather than fixing audiences as receptive viewers.

Third, “textuality” can be found in show window displays. Recent show windows are use “objects” to show

products as well as to express the meaning and symbols of products. A new directionality and effective stra-

tegies are shown to be imperative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fashion show window displays.

Key words: Contemporary arts, Decentralization, Fashion show window display, Interactiveness, Textua-

lity; 현대 예술, 탈중심성, 패션 쇼윈도 디스플레이, 상호작용성, 텍스트성

I. 서 론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 쇼윈도는 상업적인 공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특히 패션 업계에서 쇼윈도 디스플레

이는 다양한 표현방식으로 기존의 고정관념을 탈피한

새로운 모습들을 선보이고 있다. 과거 단순히 제품을 진

열하던 방식의 쇼윈도 디스플레이 개념은 현대에 와서

다양하게 그 목적이 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아직

도 상품의 직접적인 판매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주를

이루지만 소비자들에게 상품구매의 모티브를 간접적으

로 제공하거나 상품을 드러내지 않고 암시적인 쇼윈도

디스플레이를 통해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Jang,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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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대의 쇼윈도는 현대 사회의 정보매개체로서 그

시대의 유행, 경향, 관습, 미적인 감각을 표현하며 패션

리더로서 새로운 문화예술을 창조하고 그 나라의 문화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Kim, 2009). 쇼윈

도는 상품정보교환의 장뿐만 아니라 문화생활과 정보제

공의 장이 되어 가고 있으며, 도시 환경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으로서 조화 있는 도시 미관 조성의 역할을 담당하

고 있다. 최근 이러한 다양한 표현방식의 하나로 현대 예

술의 특성이 도입되고 있다. 쇼윈도 디스플레이가 단순

히 상품을 보여주어 판매를 촉진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

술적 의미를 담아내어 쇼윈도 안의 상품까지도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연출하고 있다. 이제 쇼윈도는 단순한 물

리적 공간이 아닌 다양한 창조적 공간, 새로운 영역의 장

으로 표현된 조형예술의 한 장르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 예술의 특성이 적용된 패션 쇼윈

도 디스플레이를 새로운 조형예술의 하나로서 여러 사

례를 통하여 변화하는 패션 쇼윈도 디스플레이의 흐름

을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현대 패션 쇼윈도 디

스플레이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닌 다양한 창조적

공간, 새로운 예술영역의 장으로서 표현되고 있음을 파

악하고, 도출된 여러 특성들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앞

으로의 패션 쇼윈도 디스플레이 표현에 있어서 다양한

연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연구방법은 현대 예술의 특성을 분류한 선행논문들에

서 각 특성들의 내용을 범주화하여 크게 탈중심성, 상

호작용성, 텍스트성으로 나누었다. 이 특성들을 최근 패

션 쇼윈도 디스플레이에 적용하여 각 특성들이 쇼윈도

디스플레이에서 어떠한 표현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와 각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논문, 전문 서적 등

을 활용한 문헌연구와 최근의 잡지 및 인터넷 자료를

활용한 사례연구를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사례연구의

범위는 가장 최근의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 외 패션 전문 로드샵 및 백화점의 쇼

윈도 디스플레이의 사례들로 한정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쇼윈도 디스플레이의 개념과 변천

쇼윈도 디스플레이란 상품을 보여줌으로써 판매를 촉

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상품을 쇼윈도라는 공간

에 전개하고 구성, 배치하여 고객들에게 알리는 기술로

서 단순히 상품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 표출을

위해 상품의 배열방법, 조직, 색채의 감각적 조화, 구조

적인 메시지, 연관 상품과의 보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종합된 것이다(Kim, 2009). 즉 실내와 실외를 연결하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서 상품을 쇼윈도라는

공간에 전개하고 구성, 배치하여 고객들에게 설명하고

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예술적 표현이 적용된 쇼윈도 디스플레이의 역사를 살

펴보면, 1900년대 뉴욕과 시카고를 중심으로 윈도 트리

머(Window Trimmer)를 위한 학교가 설립되면서 아름답

고 예술적인 윈도 디스플레이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1920년대는 성숙한 디스플레이 시기로 단조로운 상품진

열에서 탈피하여 조명으로 드라마틱한 분위기가 연출되

었다. 또한 사진과 영화가 발달하면서 디스플레이의 배

경으로 사진이 사용되었으며, 1930년대는 상업적이고 초

현실적인 디스플레이가 등장하였다.

비주얼 머천다이징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디스플레이

어가 예술가로서 사회적 지위를 얻고 개성적인 스타일

을 연출하게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매장 경영자들은 디

자인이 잘 된 쇼윈도를 통한 판매효과가 크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고, 쇼윈도가 광고수단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디스플레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디스플레이 부서를 만들어서 예술, 디자인, 실

내디자인, 머천다이징 등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고용

했다.

1950년대는 낭만적이고 흥미로운 디스플레이가 등장

하였는데 밀랍 마네킹보다 훨씬 더 감각적이고 섬세한

표현이 가능한 플라스틱 마네킹이 등장하였다. 1960년대

는 점차 ‘자기상점의 주장’, ‘타 상점과의 차이’를 인식하

면서 때때로 테마에 맞는 디자인 그리고 사회배경이나

유행을 받아들인 독특한 디자인을 보여주었다. 1970년대

쇼윈도 디스플레이는 좀 더 단순하고 그래픽적이며 경영

적인 면까지 고려하게 되었다(Ha, 1996). 1980, 1990년대

에는 쇼윈도를 무대로 활용했으며 일부는 마치 브로드웨

이 쇼처럼 극적인 연출도 하였다(Kim, 2011). 우리나라의

쇼윈도 디스플레이는 1968년 제1회 한국무역박람회 개

최를 도입 시기로 보며 1979년부터는 점진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Park, 1987).

이와 같이 쇼윈도 디스플레이의 특성은 시대에 따라

계속 변화하고 있다.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쇼윈도

디스플레이가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

제 더 이상 쇼윈도 디스플레이는 상품을 진열하는 공간

만이 아니라 다양한 표현방법을 지닌 종합적인 조형예

술의 한 장르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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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대 예술의 특성 분류

현대 예술의 특성을 분류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Ahn(2010)은 탈관념화의 표현, 우연성의 추

구에 의한 표현, 변환과 변성의 표현, 경계의 해체에 의

한 표현, Janson et al.(1992/2001)은 절충주의, 다양한 양

식의 결합, 차용과 해체로 분류하였고, J. Y. Kim(2007)은

탈장르화, 탈중심화, 탈물질화, 탈시스템화, 대중소비화,

J. S. Kim(2007)은 내용중심, 개인적 요구에 따른 표현, 여

러 가지 양식의 공존, 각 장르별 연계와 새로운 장르의 활

성화, 설치 및 입체, Moon(2005)은 다원성, 절충성, 상호

텍스트성과 탈장르, 대중성, Song(2008)은 이미지 차용,

장소특수성, 시각이 아닌 담론의 우선성, Yeum(2009)은

다원성, 맥락에 의한 다양한 미학, 형태의 자유, 재료의

확장, 기법의 붕괴 및 확장, 복합성, 다원적, 전체성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나타난 현대 예술의 특성을

범주화하여 다음과 같이 탈중심성, 상호작용성, 텍스트

성으로 분류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1>과 같다.

첫 번째, 탈중심성은 현대 예술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며, 탈중심적 구성은 중심적 구성에 상

대적으로 정의될 수 있다. 먼저 중심적 구성이란 질서,

단순성, 통일성의 원리와 거의 동의적으로 쓰이고 있으

며, 형식적으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곧 중심이라

는 개념인데, 이 중심은 단순히 기하학적인 중심이 아닌

시각적 요소들이 갖는 힘들 간의 역학적 균형을 통해 생

기는 통일적 중심을 의미한다. 이와 반대로 탈중심적 구

성은 중심이 없는 구조가 아닌 중심성을 탈피하는 역동

적 구조로 정의된다. 예로 프랭크 스텔라(Frank Stella)와

엘리자베스 머레이(Elizabeth Murray)의 작업을 보면, 모

두 변형 캔버스를 사용함으로써 틀 안에서의 안정된 중

심을 거부하고, 형태와 배경의 관계를 해체함으로써 탈

중심적 구성을 만들어 낸다(Fig. 2). 머레이는 다층적 중

첩구조를, 스텔라는 자신의 ‘실제적으로 작용하는 공간’

이라는 조형원리에 따라 중심이 부동하는 공간을 만들

어낸다(Fig. 3).

즉 기존의 틀 안에서의 안정된 중심을 거부하고, 이들

을 해체함으로써 전통적인 주제와 방법을 포함한 다양

한 주제와 양식, 매체가 제약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두 번째, 상호작용성은 복수의 개체 간의 사이 혹은

Fig. 1. Characteristic distinctions of contemporary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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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뜻하는 ‘inter’와 행위, 행동, 작용, 효과 등을 의

미하는 ‘activity’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모든 예술은 관

객과 상호작용을 한다. 예술은 새로운 소통방식을 계속

발전시켜왔으며 상호작용성의 핵심이 되는 관객참여와

관객과의 소통은 디지털 미디어가 등장하기 전부터 이

미 존재해 왔다. 예술에 있어서의 상호작용은 심리적 의

미의 상호작용에서 물리적 의미의 상호소통으로 발전

하였고, 예술과 기술의 결합에 의해 관객과의 적극적 상

호작용이 가능해졌으며 현대 디지털 시대에 이르러서

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고 시각 이외의 감각까

지 고려된 공감각적인 새로운 차원의 상호작용이 가능

해졌다. 상호작용성은 관객의 존재를 관조적, 수동적인

작품 감상자의 차원에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쌍방향

소통을 통하여 작품 창작의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시

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직접적, 간접적인 상호작용은 무

엇보다도 현대 예술에서 더 추구되며, 이러한 상호작용

으로서의 소통이 현대 예술의 새로운 본질을 이루고 있

다(Kim, 2014). 이는 예술작품이 관객과 소통하는 방식

의 변화이다. 관념적으로 닫혀있던 공간은 작가, 작품,

관객이 유연하게 전이가 가능한 상호소통에 의해 개방

된다. 최근 패션 쇼윈도에서의 상호작용성은 관객의 결

정에 의해 변화되는 프로그램과 쇼윈도의 물리적 공간

에서 동적이고 가변적인 공간으로의 확장, 쇼윈도 외부

와 내부의 불분명한 경계로서 특히 디지털 기술을 기반

으로 쇼윈도와 관객을 더욱 긴밀하게 연결하고 있다.

세 번째, 탈물질화, 내용중심, 시각이 아닌 담론의 우

선성을 범주화하여 텍스트성(Texuality)이라고 보았다.

현대 예술에서 탈물질화는 작품의 전통적인 재료, 완성

된 작품 그 자체보다는 제작의 아이디어나 과정이 예술

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J. Y. Kim, 2007). 무엇보다도

작가의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시되고 작품 외에도 설명

적이고 언어적인 텍스트가 중시된다. 이러한 텍스트의

힘을 전략적으로 활용한 작가 조셉 코수스(Joseph Ko-

suth)는 예술에 관한 사전적 의미를 문자 그대로 표현한

작품 <Art as Idea as Idea, Nothing>을 발표하기도 했다

(Fig. 4).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미술 즉 개념, 아

이디어로서 굳이 형상 없이도 표현이 가능하다.

Fig. 2. Empress of India.

From Empress of India.

(2010). http://www.flickr.com/

Fig. 3. The Sun and the Moon.

From Elizabeth Murray: Smartness and Sensibility.

(2008). http://updateslive.blogspot.kr/

Fig. 4. Titled (Art as Idea as Idea, Nothing).

From When Photography Took Centre Stage:

Aspects of 1970s Conceptual Photography.

(2008). http://artintelligenc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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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최근 패션 쇼윈도 디스플레이에서 나

타난 텍스트성을 상품의 의미와 상징을 더욱 강하게 표

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의 연출과 상품과 관련없는 의미

와 상징으로서의 오브제와 텍스트 형태의 쇼윈도로 나누

어 보았다.

III. 현대 패션 쇼윈도 디스플레이의

특성 및 사례

1. 탈중심성

현대 패션 쇼윈도의 특성 중 하나는 다양한 주제와 양

식, 매체가 제약 없이 수용되는 탈중심성이다. 패션 쇼윈

도 디스플레이에서 나타난 탈중심성으로는 표현매체의

확대와 형태의 자유, 기법의 붕괴, 이질적 요소의 도입,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와의 공동작업, 쇼윈도의 물리

적 형태를 배제한 가변적 공간으로서의 해프닝, 바디아

트, 라이브아트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표현매체의 확대를 보여준 사례로는 2013년 런

던의 셀프리지(Selfridge) 백화점의 쇼윈도로, 역동적인

포즈의 마네킹과 네온사인, 영국의 아티스트 마크 퀸

(Marc Quinn)이 제작한 기념조각상, 영국의 사운드 디

자인 업체인 콘디멘트 정키(Condiment Junkie)가 쇼윈도

안에서 다양하게 표현되었다(Fig. 5). 2013년 뉴욕의 삭

스 핍스 애비뉴(Sacks Fifth Avenue) 백화점이 선보인 쇼

윈도는 쇼윈도의 외부에 QR 코드를 부착해 자신의 폰에

서 라이트쇼를 보며 쇼핑을 할 수 있고, 3D 프로젝션을

외부에 쏘아 올리면서 재클린 오나시스(Jacqueline Ona-

ssis) 스쿨 발레단과 스텔라 메카트니(Stella McCartney),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의 에디션 드레스 등

을 보여줌으로써 사운드, 빛, 영상, 공간, 환경 등 보다

다양한 표현매체를 사용함과 동시에 자유로운 쇼윈도

형태를 보여주었다.

둘째, 이질적인 요소의 도입은 조화되지 않는 대상을

사용하거나 전통적으로 사용된 재료가 아닌 전혀 다른

용도의 재료를 사용하여 이질적인 연출을 하는 것을 말

한다. 기존의 쇼윈도에서 사용되었던 오브제가 아닌 이

질적인 요소의 도입을 통하여 이미 지각하고 있는 이미

지를 뒤엎어 기대와 예상을 파괴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2012년 뉴욕 구찌(Gucci) 매장 쇼윈도에서는 쇼윈

도에 연출되는 오브제로서 화장실 변기가 놓였는데, 이

는 쇼윈도에서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이질적인 오브제이

다(Fig. 6).

2014년 미국의 브랜드 아메리칸 어패럴(American Ap-

parel) 매장 쇼윈도의 마네킹은 기존의 마네킹과는 다른

이질적인 오브제가 사용되었다. 기존의 마네킹은 대부분

매끈한 형태의 모습이지만 이 쇼윈도에서 보여지는 마네

킹은 매끈한 형태가 아니라 제모를 하지 않거나, 여성의

누드를 적나라하게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다(Fig. 7). 이

와 같이 패션 쇼윈도 디스플레이에서 이질적인 요소의

도입은 실험적이고 충격적인 기법을 구사하고 기이하고

부조화된 느낌을 연출하고 있다.

셋째, 물리적 공간에서 가변적 공간으로 확장된 쇼윈

도로는 해프닝, 바디아트, 라이브아트 등의 표현방식으

로 나타난다. 2007년 파리의 루이비통 매장의 쇼윈도

<Fig. 8>는 행위예술가 바네사 비크로프트(Vanessa Bee-

croft)가 함께 연출하였다. 흑인과 백인의 여성모델들의

누드예술을 적용한 디스플레이는 모델의 흑과 백의 조

화, 모델들의 자유로운 행위예술이 연출됨으로써 기존의

쇼윈도에서 탈피한 새로운 형태의 쇼윈도를 보여주었다.

Fig. 5. Selfridge.

From SP loves London

- Christmas Special.

(2011). http://blog.seymourpowell.com/

Fig. 7. American Apparel.

From American Apparel ignites controversy by

displaying pubic hair on store window mannequins.

(2014). http://www.rawstory.com/

Fig. 6. Gucci.

From Kim.

(2009).

p.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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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1년 파리의 쁘렝탕(Printemps) 백화점 패션관 쇼

윈도는 두 달간 매주 한 명의 디자이너를 선정해 각각

디자이너 자신의 패션 세계를 각자의 컨셉으로 연출하

였는데, 디자이너 자신도 함께 쇼윈도 안에 들어가 연출

하였다(Fig. 9). 이러한 가변적 형태의 쇼윈도는 패션쇼

를 하는 대신 새롭게 컬렉션을 선보이는 방법으로 사용

되기도 한다. 2009년 미국의 여성 패션 브랜드 XOXO 뉴

욕 매장 쇼윈도는 ‘Window Theater’를 주제로 모델 2명

이 쇼윈도 외부의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은 채 실제 아

파트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고 컬렉션의 옷

을 갈아입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다(Fig. 10). 이는 고정

된 형태의 쇼윈도 형태에서 벗어나 가변적 공간과 실험

적인 형태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상호작용성

현대 패션 쇼윈도 디스플레이는 관객의 존재를 관조

적, 수동적으로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쌍방향 소통을

통하여 능동적으로 참여시키는 상호작용성의 특징을 가

지고 있다. 시각적 감상에 머물렀던 과거의 쇼윈도 소통

방식이 확대되어 관객이 참여하여 쇼윈도를 변형하고 재

구성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관객의 참여로 변

화하는 쇼윈도, 관객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자 역

할을 하는 다양한 기부 형식의 쇼윈도가 보여지고 있다.

특히, 최근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인터렉티브 미

디어를 적용한 쇼윈도의 상호작용성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

2013년 런던 본드 스트리트(Bond Street)의 드 비어스

(De Beers) 쇼윈도는 ‘Breathing Light’라는 주제로 아티

스트 롤프 삭스(Rolf Sachs)가 함께 연출하였는데, 윈도

외부에는 서리가 내려 있고 윈도 내부에는 흔들리는 촛

불이 놓여 있다. 관객은 가까이 다가가 윈도 내부를 보기

위해 창문의 서리를 닦아내면 윈도에는 관객에 의해 특

별한 레이어가 형성된다. 또한, 윈도 안에 은은하게 비치

는 촛불은 윈도를 바라보는 관객의 호흡으로 인해 떨리

기도 한다(Fig. 11). 또다른 관객의 참여로 변화하는 쇼윈

도인 2013년 까르띠에(Cartier) 쇼윈도는 ‘Reach’라는 주

제로 제이미 지겔바움(Jamie Zigelbaum)과 마르셀로 코

엘로(Marcelo Coelho)가 참여하였다. 쇼윈도는 까르띠

에 시그니처인 레드박스에 센서를 부착해 누군가 손을

대면 프로포즈를 건네는 듯한 동작으로 박스가 열리면

서 그 안에 주얼리가 모습을 드러내는 형태로 연출되었

다(Fig. 12).

쇼윈도의 안과 밖의 경계가 연결되어 쇼윈도 내부와

외부의 관객과의 상호작용성을 보여주는 예로는 2010년

바르셀로나, 밀라노, 뮌헨 베네통(UNITED COLORS OF

BENETTON)의 매장에 설치된 쇼윈도를 들 수 있다. ‘Co-

lors of Movements_인간은 모두 아름다운 색채로 이루

어져 있다’라는 주제로 연출되었다. 동작 인식 센서를 설

치하여 지나가는 행인의 동작을 인식한 후, 동작에 따라

다채로운 색채로 재구성되었다(Fig. 13). 또한, 2006년

뉴욕에 위치한 루이비통의 쇼윈도는 상품이 아닌 작품

이 오브제로서 연출되었는데, 이는 덴마크의 설치미술

가 올라프 엘리아손(Olafur Eliasson)이 연출한 <Eye See

You>라는 작품이었다. 이 작품은 관객이 쇼윈도 앞에 서

면 작품의 조명이 비춰 쇼윈도 안의 관객과 쇼윈도 밖에

서 있는 관객이 동시에 쇼윈도에 비춰보인다. 이 오브제

는 윈도를 경계로 쇼윈도 안과 밖을 연결하고 있다. 이

Fig. 8. Louis Vuitton.

From Lebendige Leiber unter den Trophen

des Luxus: Vanessa Beecroft im “Espace

Louis Vuitton” [Vibrant Leiber among

the Awards of luxury: Vanessa Beecroft

in “Espace Louis Vuitton”].

(2006). http://www.faz.net/

Fig. 10. XOXO.

From Aubade: French Art of Loving.

(2011). http://adoholik.com/

Fig. 9. Printemps.

From D. H. Kim.

(2007). http://www.fashion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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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쇼윈도라는 가상공간과 관객이 서있는 현실공간이

결합되면서 가상과 현실의 공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

고 있다(Fig. 14). 2012년 뉴욕의 블루밍데일(Blooming-

dales) 백화점 마크 제이콥스(Marc Jacobs) 매장의 쇼윈

도는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카메라와 센서, 터치 스크

린 등이 설치되어 길을 지나가는 관객들이 쉽고 간편하

게 브랜드의 제품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었다. 쇼윈도를

통해 상품을 가상으로 착용한 관객들은 마음에 드는 제

품을 착용한 모습을 실제 촬영하여 프린트까지 할 수 있

고 실제 매장을 방문하여 촬영한 사진 속의 제품을 볼 수

도 있다(Fig. 15). 이는 쇼윈도가 단지 상품을 디스플레

이하여 보여주는 일방적인 공간이 아닌 관객과의 쌍방

향 소통을 통한 새로운 디스플레이 공간임을 보여준다.

위의 사례들과 같이 상호작용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

법으로 인터렉티브 미디어를 적용한 쇼윈도는 실시간

피드백이 가능하여 관객의 개입을 즉각적으로 이끌어

낸다. 최근 디지털 미디어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

고 이에 따라 쇼윈도에 있어서도 상호작용성의 개념이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 다른 형태의 상호작용성 쇼윈도는 직접 관객이 적

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자 역할을 하는 기부 형식의 쇼

윈도이다. 런던의 셀프리지 백화점의 2011년 ‘The Ocean

Project’라는 주제의 쇼윈도는 해양 보전을 위한 목적으

로 시작되었다. 관객은 쇼윈도에 명시된 번호에 문자메

시지를 보내는 참여를 통해 일정 금액을 기부할 수 있

고 기부함과 동시에 쇼윈도에는 기부한 사람의 이름이

새겨진 ‘나의’ 물고기가 하나 탄생하는 것을 볼 수 있는

형태였다(Fig. 16). 다른 사례로는 2012년 이탈리아 브랜

드 아뇨나(Agnona)는 ‘care & share’라는 주제로 캐시미

어실을 이용해 인도에서 수공으로 만들어진 니트볼로 장

식된 트리를 선보이는 기부 형식의 쇼윈도<Fig. 17>를

연출하였다. 트리에 장식된 니트볼의 판매수익금은 인도

의 다양한 지역의 빈곤층에게 직접 수공업 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금으로 사용되었다. 2013년 밀라노

의 라 리나센테(La Rinascente) 백화점 쇼윈도<Fig. 18>

는 ‘나눔’의 기쁨을 보여주는 기부 형식의 쇼윈도였는데,

Fig. 11. DE BEERS.

From VIDEO: De Beers'

Christmas windows by Rolf

Sachs. (2012). http://www.

professionaljeweller.com/

Fig. 14. Louis Vuitton.

From How Much

Is That Eye in the

Window?

(2006). http://nymag.com/

Fig. 13. United Colors

of Benetton.

From Benetton Windows

Interactive Platform.

(2011). http://uri.cat/

Fig. 12. Cartier.

From TRIP TO

WONDERLAND.

(2013). http://

navercast.naver.com/

Fig. 15. Bloomingdales.

From Kim.

(2013).

p. 98.

Fig. 18. La Rinascente.

From Little Sun and la

Rinascente's Off-Grid

Shops Project.

(2012). http://www.littlesun.com/

Fig. 17. Agnona.

From Agnona.

(2011).

http://shopdisplays.

blogspot.kr/

Fig. 16. Selfridge.

From Project Ocean

launches at Selfridges.

(2011). http://now-here-

this.timeou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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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태양’이라는 특별한 램프를 제작하여 20유로에 판

매하였고 수익금은 전세계에서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

는 지역에 태양열 램프 스토어를 세우는데 기부되었다.

이러한 기부 형식을 목적으로 한 쇼윈도는 관객이 직접

참여해야만 쇼윈도의 의미가 드러나는 사례들로, 단순

히 쇼윈도를 통해 상품의 정보와 메시지를 수용하기보

다는 관객이 쇼윈도를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직접 참여

하며 더 나아가서는 창조 활동을 하는 주체로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와 같이 최근에 관객이 참여하는 쇼윈도는

관람객 사이의 쌍방향적 상호교류와 커뮤니케이션을 유

도하여 쇼윈도 디스플레이가 단지 공간연출과 판매목

적만이 아닌 참여와 소통의 공간으로 변화되었음을 보

여준다. 즉, 최근 패션 쇼윈도 디스플레이는 단지 보여

주기 위함이 아닌 참여의 형태로 변화되고 있으며 과정

으로서의 표현이 중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텍스트성

최근 패션 쇼윈도에서의 오브제는 단순한 상품을 넘

어서 의미와 상징을 표현하기 위한 텍스트성을 갖고 있

다. 패션 쇼윈도 디스플레이에서 나타난 텍스트성으로

는 상품의 의미와 상징을 더욱 강하게 표현하기 위한 쇼

윈도와 상품이 위주가 아닌 메시지 전달의 쇼윈도 형태

로 나타나고 있다. 상품의 의미와 상징을 위한 쇼윈도 사

례인 2009년 뉴욕의 캘빈 클라인(Calvin Klein) 매장의

쇼윈도는 ‘Pillow Talk Bed’라는 주제로 아티스트 조나

단 호로비츠(Jonathan Horowitz)가 함께 연출하였다. 연

인이 잠자리에서 나누는 대화(Pillow Talk)라는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베개를 오브제로 쇼윈도에 연출하였다.

베개에는 버락 오바마(Barack Obama)와 미셀 오바마(Mi-

chelle Obama)부터 존 레논(John Lennon)과 오노 요코

(Ono Yoko) 등 세계 유명인의 커플 이름들이 적혀 있었

다(Fig. 19). 2012년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

wood)는 가정폭력을 표현하기 위해 피해여성 마네킹을

쇼윈도에 설치하였다(Fig. 20). 피해여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9등신의 하얀 마네킹은 드레시한 옷과 함

께 여성미를 부각시켰지만 중간 중간 드러난 피부는 온

통 피멍 자국투성이로 연출되었다. 이는 가정폭력을 상

징하기 위한 요소로서 가정폭력의 희생자로 연출된 마

네킹 오브제를 쇼윈도에 연출한 예이다. 또한, 최근 오

브제 외에도 텍스트를 활용한 쇼윈도도 보여지고 있다.

2008년 압구정 현대백화점 루이비통 쇼윈도는 김홍석

작가가 함께 하였다. 윈도 외부에 영어 텍스트와 한글 텍

스트를 함께 연출하였다. 한글과 영어 두 언어의 텍스트

를 활용하여 글로벌 문화와 로컬 문화 사이의 교차를 보

여주는 쇼윈도를 보여주었다. 2013년 아메리칸 어패럴

은 ‘GAY OKAY’라는 텍스트를 쇼윈도에 적으면서 게이

합법화의 메시지를 쇼윈도를 통해 전달하였다(Fig. 21).

IV. 결 론

현대 패션 쇼윈도 디스플레이는 다채로운 시도를 통

하여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이미지를 총체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조형예술의 장으로 전개되어 나가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현대 예술의 특성이 적용된 최근 패션 쇼윈도

디스플레이의 사례를 연구한 결과 다양한 창조적 공간,

새로운 영역의 장으로 표현된 조형예술의 한 장르로 표

현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현대 패션 쇼윈도 디스플레

이의 특성을 고찰하고, 표현유형을 살펴본 연구의 결과

는 다음과 같다.

Fig. 19 Calvin Klein.

From Calvin Klein devoted a showwindow

to Michelle and Barack Obama in the

New York based store.

(2012). http://stylediary1.blogspot.kr/

Fig. 21. American Apparel.

From Fifty Shades

Of Gay. (2012). http://

nyclovesnyc.blogspot.kr/

Fig. 20. Vivienne Westwood.

From Vivienne Westwood's

Domestic Abuse Mannequins.

(2013). http://www.cf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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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다양한 주제와 양식, 매체가 차별 없이 받아들

여지는 탈중심성이다. 최근의 쇼윈도는 전통적인 방법

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실험적이고 파격적인 것을 추구

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표현매체의 확대와 형태

의 자유, 기법의 붕괴, 이질적 요소의 도입, 다양한 분야

의 아티스트와 공동작업, 쇼윈도의 물리적 형태를 배제

한 확장된 가변적 공간으로서의 해프닝, 바디아트, 라이

브아트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둘째, 관객의 존재를 관조적, 수동적으로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쌍방향 소통을 통하여 능동적으로 참여시

키는 상호작용성이다. 쇼윈도의 시각적 감상에 머물렀

던 과거의 소통방식이 확대되어 관객이 참여하여 쇼윈

도를 변형하고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쇼

윈도에서의 상호작용적 표현으로는 관객의 참여로 변화

하는 쇼윈도와 관객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자 역

할을 하는 다양한 기부 형식의 쇼윈도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적용으로 실시간 관객

의 피드백이 가능하게 되어 관객의 개입을 즉각적으로

이끌어냄으로써 쇼윈도의 상호작용성의 개념이 확장되

고 있다.

셋째, 텍스트성이다. 최근 쇼윈도에서의 오브제는 단

순한 상품을 넘어서 상품의 의미와 상징을 더욱 강하게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연출되고 있다. 또한 상품과

관련없는 메시지 전달을 위한 오브제와 텍스트 형태의

쇼윈도도 보여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패션 쇼윈도 디

스플레이의 특성 속에는 현대 예술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쇼윈도 디스플레이에 있어서 무한한 가능

성을 보여줄 수 있고 이러한 다양한 표현방법은 현대 사

회에서 더욱 다변화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대 예술이 적용된 쇼윈도 디스플

레이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현대 패션 쇼윈도 디스플레

이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닌 다양한 창조적 공간,

새로운 예술영역의 장으로서 표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출된 특성들을 패션 쇼윈도 디스플

레이를 함에 있어 새롭고 다양한 연출과 향후 상업공간

의 디자인 발전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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