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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ny fashion designers now regard themselves as part of a visual medium that reveals their persona to the

masses. They are willing to stay in the spotlight, which influences brand publicity. Designer-as-brand is an

important marketing factor in regards to profits. This study combines a literary survey and case analysis of

persona marketing as well as inquires on the persona of fashion designers drawing on the theory of persona.

This study classifies the persona of fashion designers into four categories that proceed from what has been

established above: freak, dandy, duo, and anonymity. The persona of fashion designers has attracted consi-

derable attention over the past decade. This study provides useful information for the persona marketing of

fashion designers.

Key words: Fashion designer, Persona marketing, Designer-as-brand; 패션 디자이너, 페르소나 마케팅,

브랜드로서의 디자이너

I. 서 론

프랑스 쿠튀리에 크리스토발 발렌시아가(Cristobal Ba-

lenciaga)를 비롯한 과거 패션 디자이너들은 선택된 소수

고객과 상류층 인사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모습을 공개

적으로 잘 드러내지 않았고,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을 기피

해 자신의 패션쇼에 오르는 것조차 꺼렸다(Yim, 2008).

또한 과거 패션 저널리즘은 이브 생 로랑(Yves Saint La-

urent)과 같은 유명 디자이너들을 누에고치 모양의 캡슐

에 틀어박혀 신문, 라디오, TV와는 접촉을 끊고 사는 ‘속

세를 등진 이미지’로 줄곧 전해왔다(Finkelstein, 1996/

2005).

하지만, 최근 많은 디자이너들은 자기 스스로를 중요

한 시각적 매체로 인식하고  대중에게 자신들의 독특한

페르소나(persona)를 드러낸다. 가령, 패션 컬렉션의 피

날레에서 자신이 쇼의 주인공임을 부각시키기 위해 화

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독특한 헤어스타일과 눈에

띄는 복장으로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 뿐 아니라

매장 오프닝이나 라이센스 제품 런칭과 같은 파티에 참

석하고, 수만 달러의 비용이 드는 화려한 컬렉션을 통

해 미디어에 자신의 이름과 모습을 지속적으로 노출시

킨다. 이는 미디어의 스포트라이트에 항상 머무르면서

자신만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자신을 효과적으로 홍보

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자기 홍보(self-promotion)는 디자

이너의 비전을 문화 중심에 위치시키면서 스스로 브랜

드가 될 수 있게 하였고(Matharu, 2010), 나아가 잠재적

소비자인 추종자들을 이끄는 마케팅의 결정요소가 되

었다. 즉 대중에게 비춰지는 패션 디자이너의 페르소나

가 브랜드의 이미지를 결정짓고, 상업적 이익을 가져오

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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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브랜드 이미지로서 독특한 페르

소나를 지닌 패션 디자이너들을 분류하고 이를 전략적

관점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전략적으로 자신의 페르

소나를 이용하여 브랜드의 상업적 이익에 영향을 끼치

는 패션 디자이너들을 분류하고 각각의 특징들을 분석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인터넷 사이트,

신문,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한 사례연구를 병행한다. 연

구방법은 먼저 페르소나 마케팅과 관련된 문헌을 통해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패션 디자

이너의 페르소나와 그 유형을 분류하고 분석한다. 연구

의 범위는 지난 5년간 전시, 컬렉션, TV 등 다양한 매체

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디자이너들로 제한하고, 패션 디

자이너 관련 서적과 뉴욕타임즈(www.nytimes.com), 퍼

스트뷰코리아(www.firstviewkorea.com)와 같은 공신력

이 있는 인터넷 매체를 바탕으로 한다. 그리고 패션 디

자이너 관련 서적은 대중적인 디자이너 선정을 위한 객

관적 자료를 위해 아마존(www.amazon.com)에서 패션 디

자이너 분야 100위 안에 드는 베스트셀러를 중심으로

한다.

브랜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있어 패션 디자이너

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점에 본 연구는 패션

디자이너의 페르소나에 대한 체계적인 시각을 형성하

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본 장은 패션 디자이너의 페르소나 마케팅을 분석하

기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 페르소나 마케팅의 정의를 살

펴보고, 성공적인 페르소나 마케팅의 특성들을 대표성

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페르소나 마케팅의 대표성은

패션 디자이너의 페르소나를 구분하기 위한 분석도구

로, 객관성을 위해 이론가들이 제시한 방법을 활용한다.

1. 페르소나 마케팅 정의

사람(person), 성격(personality)의 어원인 ‘페르소나(per-

sona)’는 타인에게 비춰지는 그리고 타인이 나를 생각하

는 ‘외적 인격’ 또는 ‘가면을 쓴 인격’을 의미한다. 이는

본래 고대 그리스의 연극에서 배우들이 착용하는 실제

가면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점차 연극배우인 인간 개

인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게 되면서 집단사회의 행동규범

또는 역할수행을 의미하게 되었다(Propaganda, 2004).

20세기 심리학자이자 정신과의사인 칼 구스타프 융(Carl

Gustav Jung)은 심리학 분야에서 이 개념을 최초로 사용

하고 체계화하였다. 그는 페르소나를 외부세계와 개인

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필요한 자율성을 지닌 외적 인격

(external personality)이라 하였고, 이것은 상황과 역할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Lee, 2011). 또

한 그 특성에 따라 사회적 행동, 습관적인 개인의 용모

및 자세, 의복, 웃고 찡그리는 얼굴표정, 헤어스타일에

까지 영향을 끼친다고 하면서(Jacobi, 1968/1988), 페르

소나가 심리적 측면 뿐 아니라 인간의 여러 외적인 행동

패턴들에서도 드러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외에도

지그문드 프로이트(Sigmund Freud)는 페르소나를 주체

의 얼굴을 가리는 ‘층(layer)’의 역할을 하는 존재라 하

였고, 자크 라캉(Jacques Lacan)은 주체와 타자 사이에

존재하는 제3의 요소로서 ‘인터페이스(interface)’ 역할

을 하는 존재라 하였으며, 질 들뢰즈(Gilles Deleuze)와

펠릭스 가타리(Felix Guattari)는 변형 가능한 조합들에

따라 얼굴을 생산하는 기계라고 하였다(Park, 2008). 이

처럼 페르소나는 특정 집단이 개인에게 요구하는 규범

과 행동 뿐 아니라 타인에게 드러나는 겉모습의 이미지

로서의 가면을 의미하기도 한다.

페르소나 마케팅은 이런 페르소나의 개념에 마케팅의

원리를 접목한 용어이다. 다양한 개인들의 성격이 진정

한 실체로서의 나가 아닌 타인에게 드러나는 이미지를

통해 판단되는 것처럼 브랜드나 제품 역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페르소나를 통해 평가될 수 있다. 특히 지금처

럼 경쟁이 심한 시대에 차별화된 페르소나는 대중의 관

심을 끌고 인지도를 높임으로써 추종자와 고객, 팬을 늘

리고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게 된다(Kotler, 2006/2010).

따라서 브랜드는 철저하게 계산된 고도의 전략과 기법

에 따라 페르소나를 관리하고 마케팅의 성공을 결정짓

는 도구로써 활용한다.

페르소나 마케팅의 활용은 현대 예술가들에게서도 종

종 관찰된다. 무명으로 활동하다 사후에 유명해졌던 과

거와 달리 오늘날의 예술가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을 홍

보하고 ‘브랜드화(branding)’한다. 이의 대표적인 예로 앤

디 워홀(Andy Warhol)이 있다. 워홀은 파격적인 작업은

물론, 텔레비전에서 자기 홍보로 매스컴의 관심을 끌었

다. 그는 많은 파티에 참석해 슈퍼스타들과 어울리며

TV쇼, 드라마, 광고에 출연하고, 영화를 제작하는 등 여

러 분야에서 자신을 알리는 데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

이에 대해 소설가 카포티(Truman Capote)는 ‘워홀이 천

재적인 자기 홍보 능력 외에 가진 재능이 무엇인지 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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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고 하였다(Kuhl, 2007/2008). 또한 그는 안경, 검은

터틀넥 스웨터, 청바지, 가죽점퍼 그리고 은빛에 가까

운 금색 가발로 전형적인 ‘워홀 룩’<Fig. 1>을 만들었는

데, 이는 그의 페르소나 형성에 큰 도움을 주었다(Kuhl,

2007/2008). 워홀은 이런 자기 홍보를 통해 엄청난 부와

영예를 누렸고, 그의 작품 <Eight Elvises(1963)>는 동시

대 예술 작품들 사이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바이올린에 개 줄을 걸고 산책하는 등

기이한 행동을 함으로써 세간을 주목시킨 백남준<Fig.

2>, 특유의 모자를 쓰고 다니며 예술가의 이미지를 창조

해낸 요셉 보이스(Joseph Beuys)<Fig. 3>, 가명으로 얼굴

을 드러내지 않은 채 예술계를 조롱하는 예술 테러리스

트 뱅크시(Banksy)가 있다. 독특한 외모, 기이한 행동으

로 인해 매스미디어의 주목을 받고 그 영향으로 작품이

조명되는 효과를 가지고 온 그들의 모습은 분명 철저한

계산에 따른 페르소나 마케팅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Seo, 2009).

이런 맥락에서 페르소나 마케팅은 한 개인 혹은 브랜

드가 제품을 직접적으로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

자체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그것이 시장가치의 상승에

까지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새로운 차원의 이미지 전략

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Armstrong & Yu, 1997/2004).

대중의 욕구와 기대를 조사, 분석하여 대중이 원하는

페르소나로 변신하고, 이를 통해 대중을 매료시켜 구매

욕을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판매력을 높이는 것이 페르

소나 마케팅의 궁극적 목적이다(Kotler, 2006/2010).

2. 페르소나 마케팅의 대표성

이미지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가면서 브랜

드는 전략과 계획이 수반된 활동을 통해 페르소나를 효

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Armstrong and Yu(1997/2004)

는 페르소나를 구성하는 요소로 이미지, 사실성, 맞춤성,

신뢰, 원칙준수, 성장, 조사, 독자성을 제시하였고, 세계

적인 브랜드 전략가 Thomson and Tracy(2011/2012)는

성공적인 페르소나 마케팅에 관해 전문화, 리더십, 가

시성, 차별, 시종여일, 개성, 끈기를 언급하였고, 영화학

교수 다이어(Richard Dyer)는 호소력있고 신뢰감 있는

페르소나를 위해 개별성, 흥미, 자율성, 다차원, 내면성,

동기, 별개의 정체성,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Ko-

tler, 2006/2010). 그리고 다중지능이론의 창시자이자 하

버드 교수 가드너(Howard Earl Gardner)는 인터뷰를 통

해 ‘소비자에게 드러나는 페르소나가 반드시 긍정적일

필요는 없으며, 자신만의 독특한 사고와 차별적인 생각

그리고 그 생각에 조화되는 행동이 요구된다.’고 하였

다(Yoon, 2008).

본 연구에서 이러한 이론가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유

사한 의미의 단어들을 종합하고 정리한 결과, 크게 이

미지, 가시성, 일관성 그리고 개성으로 분류할 수 있었

다(Fig. 4).

페르소나 마케팅에서 이미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데, 이는 페르소나 마케팅의 기본전제가 ‘이미지=힘’이

라는 등식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Kwan, 2005). 이

Fig. 1. Andy Warhol.

From Kuhl. (2007/2008). p. 45.

Fig. 2. Baik Nam Jun.

From Kim. (1999). p. 173.

Fig. 3. Joseph Beuys.

From Harland. (1986).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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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는 개인이나 브랜드를 감싸고 있는 표피로 외부에

가장 먼저 전달되므로 페르소나 마케팅을 수행하기 위

해서는 반드시 타인에게 인식되고자 하는 이미지를 설

정하여 시장에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런 이

미지는 눈에 띄어야 이익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매체와

같은 현대적 수단을 통해 반복적이면서 대중에게 보여

주는 가시성의 효과를 필요로 한다(Yoon, 2008). 페르소

나 창조에 있어 신문, 사진, TV, 인터넷 등 재현과 커뮤

니케이션 수단들의 중요성은 이미 19세기와 20세기에

증명되었고(Walker, 2003/2006), 이는 대중의 주목을 끌

고 관심을 집중시켜 이윤을 낳는 가치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한다 해도 대중의 인식

에 특별한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는 일관성도 매우 중

요하다. 특히 앨튼 존(Elton John)의 굽 높은 구두, 조지

윌(George Will)의 나비 넥타이, 빌 게이츠(Bill Gates)의

옥스퍼드 셔츠 같은 복장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한데,

이는 대중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기 때문이다(Kotler,

2006/2010). 마지막으로 개성은 페르소나 마케팅의 계

획의 마지막이자 매우 중요한 단계로(Armstrong & Yu,

1997/2004) 완전히 새롭고 독창적이며 경쟁자들로부터

차별됨 혹은 구별됨을 의미한다. 조직 내에서 독창적인

개성은 강력한 포지셔닝(positioning)을 통해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게 하고 하나의 가치로서 정립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다.

이 밖에도 페르소나 마케팅에는 대중의 욕구와 기대

에 대한 조사, 페르소나 원리에 기반이 되는 사실성(Arm-

strong & Yu, 1997/2004), 언어와 행동에도 페르소나가

표현되어야 하는 내면성 등이 요구되지만, 본 연구는 겉

으로 드러나는 패션 디자이너의 페르소나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런 특성들은 대표성에서 제외하였다.

III. 패션 디자이너의 페르소나

마케팅 유형

본 장에서는 페르소나 마케팅의 정의와 대표성을 이

론적 기반으로 하여 패션 디자이너 페르소나 마케팅에

관한 사적고찰을 행하고, 최근 5년 동안 이를 전략적으

로 활용한 디자이너들을 분류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분

류 및 분석의 방법은 페르소나 마케팅의 대표성에 따라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패션 디자이너의 페르소나를 살

펴보고, 이들 중 표적 청중인 대중 혹은 소비자에게 호

소력을 발휘할 유형(Klapp, 2009)으로 구분한다.

1. 패션 디자이너 페르소나 마케팅의 사적고찰

신문에서 패션 컬럼을 읽는 독자들에게 혹은 새로운

패션 아이템을 구매는 소비자들에게 이름 있는 패션 디

자이너는 그 자체로 브랜드이며, 풍부한 아이디어를 전

달하는 디자이너의 능력은 제품과 소비자의 관계를 부

드럽게 완화시켜 포화상태의 시장에서 새로운 상품이

반드시 필요한 상품임을 각인한다(Breward, 2003). 즉

디자이너의 존재가 소비심리를 자극하고 구매를 유도

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에 디자이너

들은 브랜드와 제품에 높은 가치와 명성을 부여하기 위

한 전략으로 자신의 페르소나를 통한 혁신적인 마케팅

접근법을 사용해왔다(Lovinski, 2010). 이런 현상은 패

션 역사상 지속되어왔는데, 특히 서구 현대 소비사회의

출현으로 셀러브리티 디자이너들이 부상한 상황에서

더욱 강조되었다.

19세기 중반, 최초의 쿠튀리에라고 할 수 있는 찰스 프

레드릭 워스(Charles Frederick Worth)<Fig. 5>는 자신

의 지위와 명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전략들을 개발

하였다. 그는 스스로를 ‘고급스러운 예술가’라고 표현

하면서, 실제 예술가인 바그너(Wilhelm Richard Wagner)

<Fig. 6>와 램브란트(Rembrandt Harmenszoon van Rijn)

<Fig. 7>의 외양을 모방하며, 예술 작품들을 수집하고,

화려하고 세련된 환경에 살며, 시인, 화가들과 함께 어

울렸다(Geczy & Karaminas, 2013). 그의 독특한 겉모습

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그를 특별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하고, 그의 값비싼 드레스를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었

다. 이런 워스의 쇼맨쉽(showmanship)은 20세기의 저명

Fig. 4. Typicality of persona 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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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디자이너 폴 푸와레(Paul Poiret)에게 이어졌다. 이에

대해 Lovinski(2010)는 폴 푸와레가 워스 하우스에서 일

할 시절, 워스로부터 배운 것은 다름 아닌 쇼맨십, 연극

성 그리고 절대적인 취향을 이끄는 아이디어라고 하였

다. 푸와레는 워스의 뒤를 이어 패션을 예술로 주창하

고 자신만의 디자인 철학을 통해 젊고 부유한 여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옷이 새롭고 현대적인 지위를 제공한다

는 환상을 갖게 하였다. 또한 그는 대중의 시선에 머무

르면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패션쇼와 웅장한 행

사를 개최하고, 광고 목적으로서 자신의 일러스트레이

션을 고객들에게 보여주었다. 푸와레는 이를 통해 자신

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었고, 그 명성을 이용하여 향

수 생산,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 설립 등 사업을 확장시

킬 수 있었다.

Walker(2003/2006)에 따르면, 새로운 명성 즉, 경제의

주요 통화(通貨)이자 최고의 상업적 가치는, 주목을 많

이 받는 이벤트, 언론의 헤드라인, 사람의 이목을 끄는

외양, 즉각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작품 그리고 다른 분

야와의 콜라보레이션 등을 통해 형성된다고 하였다. 이

런 의미에서 워스와 푸와레가 자신을 브랜드로 간주하

여 의도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가고자 한 것은 페르소나 마케팅이라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디자이너들은 다양한 대중매체의 발달, 유명인

들에 대한 심리적 욕구와 사회적 필요, 그리고 이들에

매혹된 다수의 청중집단 형성 등으로 페르소나의 중요

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페르소나를 이

용하였다. 가령, 대중에게 자신들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노출시키기 위해 정치적, 사회적 담론을 작품에 부여하

거나 홍보 수단으로 엄청난 규모의 쇼를 선보이며 의도

적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부끄럼쟁이라 불리던 크리스

티앙 디오르(Christian Dior), 전설적인 수줍음의 대명사

이브 생 로랑이 매스컴의 관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자신의 집을 잡지에 공개하거나 혹은 누드화보를 찍었

다는 사실은 그것의 중요성을 설명해준다(Gibson, 2012).

이처럼 디자이너들은 점차 자기 스스로를 하나의 브랜

드로 간주하고, 마치 브랜드의 이미지처럼 자신의 페르

소나를 전략적으로 관리하였다.

2. 패션 디자이너 페르소나 마케팅의 유형

1) 괴짜 페르소나

Mathews and Wacker(2004/2005)는 오늘날 성공을 거

두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에는 단순한 광기 그 이상의

무엇이 있다고 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괴짜 페르소나는

모든 진정한 의미의 혁신과 성장의 근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정상적 범주에서 벗어나 보이는 괴짜 페르

소나는 성공적 마케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표적 사례로 비비안 웨스트우드(Vivenne Westwood)

는 ‘유명 인사로서의 디자이너(designer-as-celebrity)’의

시대를 열었다고 할 만큼, 독특한 헤어와 차림새로 주목

을 받아왔다(Gibson, 2012). 그녀는 자신의 독특한 외모

를 이용하여 캠페인 광고에 직접 참여를 하고, 모델과 자

신을 비슷하게 연출함으로써 스스로를 브랜드화시켰다

(Fig. 8). 이와 비슷하게 잔드라 로즈(Zandra Rhodes)<Fig.

9>는 자신의 디자인을 초월하는 페르소나를 창조하기

위해 독특한 헤어컷, 전형적이지 않은 메이크업을 사용

하였다(Volpintesta, 2014). 벳시 존슨(Betsey Johnson) 역

Fig. 5. Charles Frederick Worth.

From Geczy and Karaminas.

(2013). p. 61.

Fig. 6. Wagner.

From Barker. (2008).

Front cover page.

Fig. 7. Rembrandt.

From Bockemühl.

(2004).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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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금발머리, 코스프레와 같은 복장으로 주목을 끌었는

데, 특히 그녀는 컬렉션 피날레에서 자전거를 타고 등장

하거나 다리를 찢는 등의 퍼포먼스로 자유분방하고 기

이한 행동을 보여주었다(Fig. 10).

이런 화려한 괴짜 페르소나의 인물들과 달리 소니아

리키엘(Sonia Rykiel)과 요지 야마모토(Yohji Yamamoto)

는 블랙으로 자신의 괴짜 페르소나를 만들었다. 삼각형

헤어, 블랙 복장, 창백한 피부로 유명한 리키엘은 자신

의 페르소나를 반영시킨 컬렉션을 선보이기도 하였는데,

가령 모델들의 헤어를 자신과 똑같이 하거나, 자신의

독특한 헤어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을 창조하였다(Fig.

11)−(Fig. 12). 그리고 야마모토는 자신의 창조적 작업이

상업적으로 간주되는 것을 거부하며 의도적으로 블랙을

사용하였는데(English, 2013), 그는 스스로도 블랙 복장

을 착용함으로써 자신의 철학이 내포된 독특한 페르소

나를 만들었다(Fig. 13). 이는 화려한 모습의 여성 디자이

너들에 비해 주목성이 다소 떨어지기는 하지만, 다른 남

성 디자이너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독특한 모습으로 괴

짜 페르소나를 형성한다.

2) 댄디 페르소나

Korea Literature Critic Institute(2006)는 댄디(dandy)를

우아한 복장과 세련된 몸가짐으로 대중에 대한 정신적

우월감을 은연중에 과시하는 멋쟁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데, 이런 의미에서 댄디 페르소나는 댄디 스타일을 표방

하여 자신의 외모에 많은 공을 들이고 항상 완벽한 모습

Fig. 8. Vivienne-Westwood.

From Jones. (2012b).

pp. 4−5.

Fig. 9. Zandra Rhodes.

From Ferla. (2007).

http://www.nytimes.com

Fig. 10. Betsey Johnson.

From Wadler. (2010).

http://www.nytimes.com

Fig. 11. Rykiel 2009 S/S (I).

From Rykiel. (2009).

http://www.firstviewkorea.com

Fig. 12. Rykiel 2009 S/S (II).

From Rykiel. (2009).

http://www.firstviewkorea.com

Fig. 13. Yohji Yamamoto.

From Jones. (2012c).

p.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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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스스로를 연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페

르소나는 주로 남성 디자이너들에게서 나타나며, 대표

적인 디자이너로는 칼 라거펠트(Karl Lagerfeld)와 톰 포

드(Tom Ford)가 있다.

칼 라거펠트<FIg. 14>와 톰 포드<Fig. 15>는 항상 완

벽한 수트(suit) 차림으로 대중에게 디자이너로서의 페

르소나보다는 비즈니스맨(businessman), 크리에이티브

디렉터(creative director) 페르소나를 보여준다. 실제로

칼 라거펠트는 그의 패션 경력(fashion career)이 엄청난

판매율로 설명될 수 있다고 할 만큼 예리한 비즈니스 감

각을 지닌 디자이너이고(Drake, 2007), 톰 포드는 스스

로를 인기인(hot favourite)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마케

팅 능력을 지닌 디자이너이다(Polan & Tredre, 2009). 이

들은 완벽하게 연출된 겉모습으로 이런 비즈니스 능력

을 대중에게 각인시키는데, 이는 디자인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라거펠트의 외모와 유사하

게 만든 ‘Karl Lagerfeld Bear’<Fig. 16>가 한정판매로 출

시되어 고가에 판매되었다는 사실은 마케팅에서 그의 페

르소나가 갖는 상징적 힘을 보여준다. 또한 구찌(Gucci)

그룹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취임했던 톰 포드가 완

벽한 수트 차림으로 인터뷰를 하고 구찌 경영자와 함께

『타임지』<Fig. 17>에 실리는 등의 모습은 대중으로 하

여금 그를 성공한 경영인으로 인식하게 한다.

이와 같이 미디어를 통해 비춰지는 완벽한 모습의 페

르소나는 대중에게 패션계에서의 지배적 위치, 성공, 지

성, 직관력, 이성 등의 특정한 이미지를 전달하고, 이는

곧 브랜드에 대한 신뢰와 연관되어 라이센스 제품을 확

장시키는 등의 상업적 이익을 가져오는 데에 큰 도움을

준다. 성공적이고 능력있는 높은 지위의 디자이너의 서

명 혹은 라벨이 평범한 제품을 럭셔리 제품으로 변화시

키고, 지위의 상징을 만들어낸다는 것과 유사한 맥락으

로(Geczy & Karaminas, 2013) 완벽한 모습의 디자이너

의 페르소나가 상업적 이익을 가져오는데 중요한 역할

을 하는 것이다.

3) 남성 듀오 페르소나

형제이거나 연인 또는 친구의 인연으로 시작하여 패

션업계에서 성공적인 신화를 만들고 열정적으로 활동

하는 디자이너 한 쌍을 ‘듀오-디자이너(duo-designer)’라

고 한다(Kim, 2007). 이에 남성 듀오 페르소나는 남성

2인조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 마치 쌍둥이처럼 혹은

연인으로서 함께 활동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의

대표적인 예로는 돌체 & 가바나(Dolce & Gabbana), 빅

터 & 롤프(Victor & Rolf), 디스퀘어드(Dsqured)의 딘 &

댄(Din & Dan), 코스텔로 타글리아피에트라(Costello Ta-

gliapietra)의 제프리 & 로버트(Jeffrey & Robert), 그리고

프로엔자 스쿨러(Proenza Schouler)의 잭 맥콜루(Jack Mc-

Colloug)와 라자로 헤르난데스(Lazaro Hernandez)가 있

다(Fig. 18)−(Fig. 22). 이들은 ‘남성 듀오’라는 페르소나

가 지닌 특별함 때문에 여성 듀오보다 더 많은 주목을

받아왔는데, 이는 이들의 모습이 남성 동성애자의 스타

일(style)을 가시화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딘 & 댄은 실제 쌍둥이이고, 동성애자가 아닌 경우도 있

지만, 남성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의 그룹에서 상호작용

Fig. 14. Lagerfeld.

From Kozlowska.

(2014). http://

op-talk.blogs.nytimes.com

Fig. 15. Tom Ford.

From Ford.

(2004).

p. 77.

Fig. 16. Lagerfeld and

his teddy bear.

From Teenvogue. (2008).

http://www.teenvogue.com

Fig. 17. Tom Ford &

Domenico De Sole.

From Ford. (2004).

p.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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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비슷한 스타일로 꾸민다는 점에서 의도적으

로 똑같이 혹은 비슷하게 외모를 치장하는 모습은 게이

문화를 연상시키기도 한다(Reilly et al., 2012).

또한 사회적, 정치적으로 LGBT(Lesbian, Gay, Bisex-

ual, Transgender) 문화가 종종 논쟁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외모를 통한 동성애 스타일의 가시화는 노이즈

마케팅(noise marketing)의 효과가 있다.

4) 익명성 페르소나

익명성 페르소나는 호기심과 상상력에 대한 인간의

원초적 본능을 자극하는 고차원적인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다. Chung(2010)에 따르면, 이는 ‘실루엣의 법칙’

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대상에 관한 기대감을 갖게 만드

는 효과를 가져오고, 나아가 다양한 구전 마케팅의 결과

를 발생시킨다고 하였다. 일부분만 공개하는 것은 전체

를 공개하는 것보다 소비자의 기대감을 높이는 일종의

과장 및 과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브랜드에 대한 호기

심과 애정을 강하게 형성하여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

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Chung, 2010).

대표적인 사례로는 패션계에 ‘보이지 않는 사람(invi-

sible man)’이라고 불리는 마르탱 마르지엘라(Martin Mar-

giela)가 있다. 캡 모자, 블랙 티셔츠 그리고 블랙 진이 트

레이드 마크인 마르지엘라는 매체에 드러나지 않는 이

유에 대해 옷으로 나를 표현하고 그런 방식으로 나의 위

치를 만들고 싶으며(Polan & Tredre, 2009), 내가 선보이

는 작업이 나의 것이 아닌 팀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

Fig. 18. Dolce & Gabbana 2014 F/W.

From Dolce & Gabbana. (2014).

http://www.firstviewkorea.com

Fig. 19. Viktor & Rolf.

From Evans. (2003).

p. 85.

Fig. 20. D Squared 2014 F/W.

From D Squared. (2014).

http://www.firstviewkorea.com

Fig. 21. Costello Tagliapietra 2014 F/W.

From Costello & Tagliapietra. (2014).

http://www.firstviewkorea.com

Fig. 22. Proenza Schouler.

From Meter. (2013).

http://www.hapersbazza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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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Wilson, 2008). 이에 그는 모든 인터뷰를 메일이

나 팩스로 진행하고, 라벨에 서명이나 어떤 단어조차 새

기지 않았으며, 1997년에는 숫자로 차별된 라벨 시리즈

<Fig. 23>를 소개하였다.

은둔자 혹은 ‘media shy’라고 불리는 레이 카와쿠보

(Rei Kawakubo)<Fig. 24> 역시 익명성 페르소나를 보여

주는 대표적 디자이너이다. 마르지엘라와 마찬가지로 그

녀는 모든 매체에 등장을 꺼리고, 심지어 자신의 컬렉션

을 위한 인터뷰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오히려 그녀

의 단 한마디가 이슈가 되고, 그녀의 말이 컬렉션을 해석

하는 데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그러나 그녀가

스스로를 예술가가 아닌 사업가(businesswoman)라고 했

다는 사실은 그녀의 행동이 마케팅과 연관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Foley, 2013).

이처럼 익명적 디자이너들은 자신들의 철학이 담긴

디자인 외에는 사생활을 전혀 밝히지 않고 매체에 모습

을 거의 드러나지 않는데, 이는 대중의 강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판매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즉 익명

성 페르소나는 보이지 않는 이미지와 메시지가 프로그

래밍된 상태로 엄청난 상업적 이익을 가져오는데 큰 역

할을 하는 것이다.

IV. 요약 및 결론

수많은 사람 중에서 개성이 넘치고 영향력이 있는 사

람은 일종의 브랜드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 몇 십 년 동

안 일부 패션 디자이너들은 그 분야의 명사로서 고유한

브랜드로 간주되고 있다(Yoon, 2008). 패션 디자이너들

은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모습을

노출시키고 개인 이미지(personal image)와 트레이드마

크(trademark)를 구축함으로써 비즈니스를 위한 홍보를

한다(Gibson, 2012). 이는 대중에게 노출되는 디자이너

들의 페르소나가 브랜드 이미지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

을 의미하고, 브랜드로서의 디자이너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나아가 브랜드의 판매율을 상승시킬 수 있음을

암시한다. 즉 브랜드로서의 디자이너들 그리고 이들에

근거한 이미지와 제품은 분명 자본주의 안에서 사용과

교환가치가 있는 상품이며(Walker, 2003/2006), 페르소

나 마케팅의 궁극적 목표는 디자이너의 인지도를 높여

디자이너 혹은 브랜드의 추종자를 늘리고 더 많은 기회

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Kotler, 2006/2010). 본

연구에서는 최근 5년간 활발히 활동한 패션 디자이너의

페르소나 마케팅 사례를 바탕으로 괴짜, 댄디, 남성 듀

오, 익명성으로 분류 및 분석하였다.

첫째, 괴짜 페르소나는 독특하고 눈에 띄는 외모로

브랜드의 컨셉이나 디자인 철학을 극단적으로 가시화

하고, 이를 통해 브랜드를 홍보한다. 둘째, 댄디 페르소

나는 언제 어디서나 완벽한 수트 차림으로 성공한 비즈

Fig. 23. Martin Margiela label series.

From Margiela. (2009). p. 8.

Fig. 24. Rei Kawakubo.

From Jones. (2012a).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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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스맨의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대중에게 성공적인 디

자이너임을 각인시키고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

셋째, 남성 듀오 페르소나는 쌍둥이처럼 비슷한 외모와

스타일로 인해 그 자체로도 주목성이 있지만, 동성애 같

은 사회 ·정치적으로 논쟁을 일으키는 문제와 연관되

어 브랜드 이미지에 차별화를 가져온다. 넷째, 익명성 페

르소나는 대중의 호기심이나 상상력을 자극하여 브랜

드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감을 높이고,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이와 같이 독특한 페르소나를 통해 패션계에서 얻게

되는 디자이너들의 위치는 대중으로 하여금 그들을 셀

러브리티로 인식하게 하고, 나아가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여 상업적 이익을 가져온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

는 최근 중요시되는 패션 디자이너의 페르소나를 관찰

하고 분류하였고, 이는 패션 디자이너의 페르소나 전략

을 체계화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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