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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ress of the Year’ by the UK Fashion Museum in Bath suggested an ideal role for a fashion museum

and created fashion history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fashion journalism. A case study and literature

research identified the characteristics of this scheme in terms of roles and functions for a fashion museum

and defined them as: suggestion of collection cases, data construction for fashion research, and contribution

to fashion critique. First, it suggested a good case of collection process. The ‘Dress of the Year’ creates a

museum identity with a collection selected by designated journalist reviewer every year in order to maintain

and strengthen a virtuous cycle. Second, it contributed to the accumulation of data for fashion research. The

vast amount of data accumulated for more than 50 years became a fashion history that shows the change of

fashion trends with a value of public confidence. It presented the possibilities of fashion research in various

perspectives. Third, it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fashion criticism. The development of fashion jour-

nalism was conducted on the initiative of ‘Dress of the Year’ as well as contributed to the birth and growth

of fashion journalists.

Key words: Fashion museum, Fashion Museum in Bath, Dress of the year, Exhibition scheme; 패션 박

물관, 배스 패션뮤지엄, 올해의 드레스, 전시기획

I. 서 론

세계의 주요 패션 도시에 위치한 패션 박물관은 차별

화된 수집으로 전시를 기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체계

적인 연구의 결과물로서 출판물과 온 ·오프라인의 연구

자료를 구축해오고 있다. 이들 패션 박물관이 보유한 역

사적 콘텐츠는 패션의 연구와 교육을 위한 영감의 원천

이 되어왔으며, 매년 새롭게 기획되고 있는 주제전시는

패션의 창조와 학술연구의 외연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본 연구는 패션 박물관의 수집 및 전시기획으로 선도

적인 역할을 하는 배스 패션뮤지엄의 ‘올해의 드레스(Dr-

ess of the Year)’ 기획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올해의

드레스‘는 영국의 배스(Bath)에 위치한 ‘배스 패션뮤지엄

(Fashion Museum in Bath)’이 기획한 장기적인 연구이자

주제전시이다. 1963년 설립된 배스 패션뮤지엄은 조지

왕조 시대를 비롯한 역사적 드레스 컬렉션, 지난 100년

간의 시대적 컬렉션, 현대의 패션 트랜드를 반영한 디자

이너와 브랜드의 컬렉션 등 다양한 주제의 전시를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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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그 가운데 설립 당시부터 매해 기획되어 2017년

에 55주년을 맞은 ‘올해의 드레스’는 배스 패션뮤지엄의

가장 특색 있는 기획이다(Harden, 2014). 이 기획은 당해

가장 화제가 되어 주목받았던 드레스를 패션 전문가에

게 선정하도록 의뢰하여 시상을 하는 것으로, 박물관은

수상 디자이너로부터 해당 드레스를, 마네킹 전문회사

인 아델 루트스타인(Adel Rootstein)사로부터 최신 마네

킹을 기증받아 당대에 주목받은 의상뿐만 아니라 메이

크업과 헤어스타일, 액세서리를 포함한 토털패션의 정

보를 축적한다.

관람객 확보와 재원 조성이 중요해진 오늘날의 패션 박

물관은 패션 디자이너 시상행사나 기부행사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유명인 유치 등으로 박물관 홍보와 소통의 기

회를 넓혀가고 있다(Fabrikant, 2011). 박물관 설립시기

부터 꾸준히 진행되는 ‘올해의 드레스’ 기획은 매년 패션

저널 및 패션 산업과 협력을 이루어 사회문화현상을 반

영한 패션의 변화를 축적해왔으며, 수집, 전시, 연구, 소

통이라는 패션 박물관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사

례로서 그 의미가 크다. 또한 이 기획은 선정작 만큼이나

심사자가 주목받는 독특한 선정과정을 거치는데, 초창

기부터 저널리스트를 심사자로 지목해 온 점에서 패션 저

널리즘의 발전과도 깊은 관련성을 가진다(Lester 2014).

따라서 본 연구는 패션 박물관과 배스 패션뮤지엄, 그리

고 ‘올해의 드레스’ 기획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패션

박물관의 대표적인 전시기획 사례로서 ‘올해의 드레스’

가 갖는 특징을 논의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역사적 전시

기획에 대한 사례연구는 패션 박물관의 미래기획에 영감

을 주며, 나아가 패션 연구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로서, 패

션 박물관 관련 서적과 논문, ‘올해의 드레스’ 기획과 관

련된 홈페이지 콘텐츠, 신문, 잡지에 실린 자료를 문헌

연구하고, ‘올해의 드레스’ 수상작들의 50주년 기념 출

판물『Dress of the Year』(Lester, 2014)와 배스 패션뮤지

엄의 공식 홈페이지에 매해 새롭게 게재되는 기사를 참

고하여 사례연구했다. 연구의 대상은 ‘올해의 드레스’가

시작된 해인 1963년부터 최근 2017년까지의 수상작 중

액세서리를 제외한 의상과 의상 디자이너로서, 총 55회

시상에서 중복수상과 복수수상자를 고려하여 77벌의 의

상, 67명의 의상 디자이너가 추출되었다. 연구의 내용은

첫째, 패션 박물관의 역사와 기능, 배스 패션뮤지엄과

‘올해의 드레스’ 기획 등 연구의 논의를 위한 이론적 배

경에 대해 고찰하고, 둘째, 시대별 ‘올해의 드레스’ 선정

작을 10년 단위로 고찰하며, 셋째, 이론적 배경 고찰과

대상 분석을 토대로 ‘올해의 드레스’ 기획의 특징을 논

의한다.

II.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패션 박물관의 역사와 기능 고찰을 바탕

으로 배스 패션뮤지엄과 ‘올해의 드레스’ 기획에 대해

살펴보고, 이 기획이 지닌 특징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구

축하고자 한다.

1. 패션 박물관

1) 개요

오늘날 박물관은 인류에 의해 생산된 유형의 문화유

산과 자연유산을 수집, 보존, 조사, 연구하고 대중에게

전시, 교육하는 기관으로 정의된다(“International Coun-

cil of Museums”, 2018; Jung & Ha, 2016; Rhee, 2000). 연

구와 교육기관이라는 현대적 의미의 박물관은 1753년

설립된 런던의 대영박물관을 필두로 국공립의 형태로

설립되었다.

박물관에 연구의 대상으로 패션이 처음 포함되기 시작

한 것은 1852년 런던의 V&A 박물관이 설립되면서부터

였다. 패션과 관련한 V&A의 초기 수집은 주로 텍스타일

에 집중되어, 독특한 텍스타일로 만들어진 의복을 우선

수집하였으며, 점차 보존의 가치가 있는 구성선이나 미

적 매력이 있는 의복을 기증과 유산, 구매의 형태로 수집

하였다(Clark et al., 2014). 패션이 국공립 예술 박물관 내

독립 학예부문 또는 독립 박물관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중후반에 이르러서였다. 미국의 메트로폴리

탄 박물관 내 의상연구소(The Costume Institute)는 1959년

에 독립 학예부문이 되었으며, 프랑스의 장식미술박물

관 내 의상예술박물관(Musée des Arts de la Mode)은

1986년에 구성되어 1997년에 오늘날의 의상&텍스타일

박물관(Musée de la Mode et du Textile)으로 확대되었

다. 독립 박물관으로서 패션 박물관은 1956년 개관하여

1971년까지 운영되었던 프랑스의 시립 의상 박물관을 들

수 있다. 해당 박물관의 컬렉션은 오늘날의 팔레 갈리에

라 박물관으로 이관되어 1977년 재개관했다. 한편, 영국

배스의 의상박물관(Museum of Costume)은 1963년 개관

하여 오늘날의 배스 패션뮤지엄이 되었고, 미국의 FIT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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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연구소(The Design Laboratory, 1967년 설립)가 독

립 박물관 FIT 박물관(The Museum at FIT)으로 개관한

것은 1993년이었으며 벨기에의 의상박물관(Mode Mus-

eum)은 2002년에 개관된 것이다(Park & Ham, 2014).

2) 기능

패션의 보존과 연구의 가치를 인지한 역사는 길지 않

지만, 오늘날 패션 박물관은 수집과 전시, 연구, 소통이

라는 박물관의 기능을 수행하며 패션의 역사를 구축하

고 있다. 첫째, 패션 박물관은 수집과 전시의 기능으로

서 다양한 문화의 컬렉션을 모으고 분류하여 공공에 전

시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각국의 패션 박물관은 특별

한 정체성을 구축하고 있으며, 상설전시 혹은 패션 변

화의 대서사를 제안하는 기획전시를 통해 이를 더욱 명

확히 한다. 둘째, 패션 박물관 학예사들은 시대별 패션

의 관심사를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하고 해석하는 과정

을 통해 자료를 축적하고, 이를 영감의 결과이자 원천으

로서 수집품 이미지와 함께 전문서적이나 정기간행물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연구의 기능을 수행한다. 셋째,

패션 박물관 전시는 종종 교육적 효과와 문화소통을 동

시에 수행하는 다양한 강좌나 심포지엄과 같은 박물관

행사를 수반하며, 시상이나 후원행사와 같은 보다 적

극적인 소통을 박물관의 특성에 맞게 기획하기도 한다

(Park & Choy, 2012; Park & Ham, 2014).

2. 배스 패션뮤지엄

배스 패션뮤지엄은 디자이너이자 수집가, 작가, 저널

리스트, 그리고 학자인 도리스 랭글리 무어(Doris Lan-

gley Moore, 1902~1989)의 과거 의상에 대한 관심과 수

집으로부터 시작되었다(“Dress of the Year”, 2017a). 무

어는 역사적 복식과 현대 패션이 함께 박물관에 전시된

다면 패션의 전후관계를 한 장소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패션 박물관이 복식학자의 연구

와 패션 산업 종사자의 교육을 지원하는 근본적인 방법

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Harden, 2014). 무어가 개

인 수집품을 배스시에 기부하면서 1963년에 의상박물

관(Museum of Costume)이 설립되었고, 의상박물관은

2007년 패션뮤지엄(Fashion Museum)으로 명칭을 변경,

현재는 배스와 놀스이스트 섬머셋 의회(Bath and North

East Somerset Council)의 문화유산부서에 의해 운영되

고 있다.

배스 패션뮤지엄은 역사적 특이성을 가진 가치 있는

작품 십만여 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16세기 후

반의 패션 액세서리, 17세기의 귀족 의상, 18세기 영국

조지안(Georgian) 시대의 궁정 의상과 귀족 고객들에게

최신의 의상을 선보이기 위해 제작된 궁정 드레스 인형

컬렉션 등이 포함된다. 현대의 컬렉션으로는 거장 디자

이너인 폴 푸아레(Paul Poiret), 마들렌 비오네(Madele-

ine Vionnet), 엘사 스키아파렐리(Elsa Schiaparelli), 크리

스챤 디올(Christian Dior), 발렌시아가(Balenciaga) 등은

물론이고, 1960~1970년대에 활동했던 영국 패션 디자

이너의 의상과 데벤햄(Debenham) 백화점과 포트넘 앤

메이슨(Fortnum and Mason) 백화점이 기부한 의상, 데

이비드 사순(David Sassoon)이 기증한 100여 장의 패션

드로잉, 헬무트 랭(Helmut Lang)이 기증한 1990년대부터

2004년까지 발표된 컬렉션, 그리고 매년 수상자가 기증

한 ‘올해의 드레스’ 컬렉션 등이 있다.

다양한 경로와 목적으로 수집된 소장품은 시대정신을

반영한 의미 있는 주제전시로 대중에 공개된다. 배스 패

션뮤지엄의 주제전시는 박물관의 자체 연구팀, 그리고

각 주제에 필요한 전문가들의 지원으로 수년에 걸쳐 기

획되며,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장기간 전시된다. 최근 기

획된 배스 패션뮤지엄의 대표적인 전시로는 ‘Georgians’,

‘Great name of fashion’, ‘Undressed: A Brief’, ‘Lace in

Fashion’ 등이 있다.

배스 패션뮤지엄의 소장품은 박물관의 사전예약제도,

장학제도 등을 통해 전문가, 학생, 그리고 패션의 역사

에 관심을 둔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연구의 자료로 활용

된다. 배스 패션뮤지엄은 유네스코(UNESCO)가 세계문

화유산으로 지정한 배스시의 역사적 관광지와 연계하여

투어프로그램을 운영, 관람객의 폭을 넓히고 있다. 또한,

어린이 놀이교실, 청소년 포트폴리오 교실, 지역민을 위

한 강좌 등 연령과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설계된 교육프

로그램으로 관람객과 소통한다.

3. ‘올해의 드레스’ 기획

1) 개요

‘올해의 드레스’는 배스 패션뮤지엄이 설립 당해인

1963년부터 오늘날까지 매해 진행하고 있는 시상기획

이다. 박물관은 연말에 패션 전문가 1인을 심사자로 지

목하고 당해에 지배적이었던 패션 무드를 대표하며, 시

대정신을 집약하는 의상을 선정하도록 의뢰한다. 심사

자는 이듬해 초에 지난해를 대표하는 디자이너와 의상,

그리고 선정의 이유를 밝히는데, 이는 신문의 패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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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방송, 인터넷 등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된다. 한편 선

정된 디자이너는 선정된 의상을 박물관에 기증하고, 아

델 루트스타인 마네킹 회사는 해당 의상을 영향력 있게

만든 모델을 마네킹으로 재현하여 기증한다. 선정작은

이 마네킹에 입혀져 ‘올해의 드레스’ 컬렉션을 구성하

는 소장품이 되어 박물관 웹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전시

된다. 50번째 선정작이 발표된 2013년에는 50주년을 기

념하는 책이 출간되었으며, 2014년에는 배스 패션뮤지

엄에서 전시를 개최하여 1년간 공공에 개방되었다.

1963년부터 2017년까지 55회 발표된 ‘올해의 드레스’

로 총 67명의 의상 디자이너, 77벌의 의상이 선정되었

다. 이는 한해에 여러 명 선정되는 복수선정자와 한 디

자이너가 여러 해에 걸쳐 선정된 중복선정자를 고려한

수치이다. 대부분의 선정작은 여성복이었으며, 남성복

단독수상은 1회(2015), 여성복과 남성복이 함께 선정된

경우는 12회(1971, 1973, 1975, 1976, 1978, 1984, 1985,

1995, 1996, 1998, 2005, 2016)로 나타났다. 웨딩 의상 2회

(1975, 1995), 아동복 1회(1972)와 같은 특별한 선정도

있었다. 한편 수상자의 활동 국가는 영국이 가장 많았으

며, 그 외 프랑스, 이태리, 미국, 일본 등에서 활동하는 디

자이너가 있었다.

2) 심사자

‘올해의 드레스’가 다른 시상기획과 차별되는 점은 수

상자 못지않게 심사자가 주목을 받는다는 점이며, 그 주

목은 동시대의 패션을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해석하는

패션 저널리스트 1인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올해의 드레스’를 처음 기획한 무어는 영국의 패션 저

널리즘이 발전기에 접어든 시대에 패션 저널리스트로 활

동했던 인물로서 신문, 잡지 등 대중매체의 저널리스트

가 지닌 확장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매해 ‘올해

의 드레스’ 선정을 위한 전문가를 패션 저널리스트에서

찾았다. 처음 3년 동안은 영국패션작가협회(The Fashion

Writers' Association UK) 소속 회원들이 심사를 맡았으며,

1966년『The Sunday Times』의 패션 언론인 어니스틴 카

터(Ernestine Carter)가 단독심사자로 지명된 이후,『The

Guardian』,『The Independent』,『Financial Times』등의 신

문사 기자와 1968년『Fashion』의 엘사 갈런드(Ailsa Gar-

land)를 시작으로『Vouge』,『Elle』,『Marie Claire』등의

패션 잡지사에서 근무하는 패션 저널리스트가 심사자로

참여하였다.

전통적인 저널리스트가 아닌 심사자로는 1988년 영국

의 패션 디자이너이자 BBC ‘The Clothes Show’의 사회

자 제프 뱅크스(Jeff Banks), 1990년 패션 편집매장 브라

운스(Browns)의 조안 버스타인(Joan Burstein), 2010년

모자 디자이너 스테판 존스(Stephen Jones), 2013년 패션

블로그 ‘Stylebubble’의 수잔나 루(Susanna Lau), 2015년

패스트 패션 브랜드 톱맨(Topman)의 크리에이티브 디렉

터 고든 리처드슨(Gordon Richardson)이 있다. 이는 패션

계에 영향력이 큰 셀러브리티, 패션 바이어, 패션 블로거,

혹은 의상 디자이너를 협업의 대상으로 보는 소품 전문

가가 패션 에디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패션계의 변

화와 확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III. 시대별 ‘올해의 드레스’

수상작에 대한 고찰

본 장에서는 ‘올해의 드레스’ 기획의 시대별 수상작을

심사자가 밝힌 선정이유와 해당 시기의 패션 정보, 전시

를 위해 제작된 마네킹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고

찰의 대상은 1963년부터 2017년 최근까지 선정된 의상

과 디자이너이며, 50주년 기념 출판물『Dress of the Year』

(Lester, 2014)와 배스 패션뮤지엄의 공식 홈페이지에 매

해 새롭게 게재되는 기사를 참고한다.

1. 1960년대(1963~1969년)

1963년 ‘올해의 드레스’의 첫 수상자는 당시 젊은 세

대가 선호하는 대표적 의상실, 바자(Bazaar)의 마리 퀸트

(Mary Quant)로서, 수상작은 당시 바자의 대표적인 상품

이자 젊은 세대의 전형적인 룩이었던 회색 울 쉬프트 드

레스와 크림색 시폰 블라우스였다(Fig. 1). 당시 심사자

중 하나였던 카터는 자신의 자서전에 “정확한 시기, 정

확한 장소에 정확한 재능을 지니고 태어난 극소수의 행

운아들이 있다. 샤넬, 디올, 그리고 마리 퀸트가 그들이

다”라고 언급하며 마리 퀸트의 재능이 1960년대 런던의

분위기와 만나 역사를 이룬 점을 지적했다(Choi, 2012;

Lester, 2014). 1964년의 생기 넘치는 리버티 프린트 실크

드레스에 이어 패션 모델 진 쉬림톤(Jean Shrimpton)의

이미지로『Vogue』에 소개된 1965년의 미니 드레스<Fig.

2>와 1966년의 미니 드레스와 PVC 코트<Fig. 3>, 1967년

선정된 화려한 배색의 바지 정장<Fig. 4>은 모던하고

합리적인 최소 표현으로 젊음, 미래, 우주 개발을 지지

하였다(Lee & Park, 2011). 1967년 심사자였던『The Da-

ily Mirror』의 페리시티 그린(Felicity Green)은 ‘올해의 드

레스’ 특집기사를 보도하였고, 이를 계기로 ‘올해의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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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는 매해 런던 언론매체의 패션 칼럼에 등장하게 되

었다. 1964년 수상자였던 장 뮈어(Jean Muir)는 1968년

물방울 무늬 면보일 소재의 엠파이어 드레스를 발표, 패

션이 사각형 미니 드레스에서 벗어나 다시 환상과 낭만

을 채택할 것임을 예고하여 연속 수상하였다(Fig. 5). 이

어지는 1969년 ‘올해의 드레스’는 오씨에 클락(Ossie Cl-

ark)의 아르데코 무늬 시스루 시폰과 새틴 소재의 팬츠 드

레스에 돌아갔다(Fig. 6). 이는 환상적인 문양, 풍성한 실

루엣, 세련된 재단의 시대를 알린 선정이었다(Flett, 2003;

Watson, 1996).

2. 1970년대(1970~1979년)

1970년에는 스코트랜드 전통의 대담한 문양과 텍스처

의 혼합으로 변화를 시도한 빌 깁(Bill Gibb)의 맥시 드레

스가 선정되어 다가올 1970년대 에스닉(Ethnic)의 유행

을 예고했다(Fig. 7). 이어진 1971년 선정된 핫팬츠 수트

는 당시 유행하던 리버티 프린트 소재에 미디엄 길이의

스커트와 숏팬츠를 조합한 결과물로서 1960년대 유행

이 공존했음을 보여준다. 1972년에 ‘올해의 드레스’는 그

동안 패션의 관심영역에 있지 않았던 아동복을 선정하

였고<Fig. 8>, 1973년에는 크리스챤 디오르의 디올링(Di-

orling)과 입 생 로랑(Yves Saint Laurent)의 리브고쉬(Ri-

ve Gauche)를 선정하여 프랑스 패션의 중심이 쿠튀르에

서 기성복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렸다(Fig. 9). 1974년

수상작인 미소니(Missoni)의 신비스러운 색상의 실크 니

트는 몽환적 이미지의 모델, 마리 헬빈(Marie Helvin)에

의해 더 주목받았다. 1975년에는 처음으로 웨딩 드레스

가 선정되었는데 빅토리아 시대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

인이었다(Fig. 10). 1976년<Fig. 11>과 1977년 2회 연속

선정된 겐조(Kenzo)는 1930년대 풍의 여성성과 우아함

이 유행이었던 시기에 일본 감성의 편안한 실루엣으로

서양 패션계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으며(Kim, 2012a),

1978년 수상작인 여러 개의 스커트와 바지, 튜닉을 레이

어링한 믹스 앤 매치 룩에서도 서양 의복 구조의 변화를

알 수 있다. 1979년에는 영국 디자이너 장 뮈어가 저지

소재의 우아한 드레스와 몸에 꼭 맞는 가죽 재킷으로 ‘올

해의 드레스’를 세 번째 수상하였다(Fig. 12).

3. 1980년대(1980~1989년)

1980년 캘빈 클라인(Calvin Klein)의 단순하고 우아한

스트라이프 실크 드레스는 소비자가 연출하기에 따라

여러 환경에서, 여러 연령대가 입을 수 있는 기능적인

현대적 기성복이었으며<Fig. 13>, 1981년 끌로에(Chloé)

의 칼 라거펠트(Karl Lagerfeld)가 디자인한 대담한 문양

의 이브닝 드레스는 쿠튀르 품질의 기성복으로서, 저녁

모임을 위한 복장에 격식을 갖추기 시작한 영국의 정치

상황을 나타냈다. 1982년<Fig. 14>과 1983년에는 기능

성이 강조된 의상이 선정되어 자신감에 찬 여성을 부각

시켰다. 1984년에는 4명의 젊은 영국 디자이너가 선정되

어 영국이 1960년대에 이어 창의적인 인재들을 많이 배

출하고 있음을 알렸다(Fig. 15). 이들 디자이너들은 편안

함, 대담한 색감, 신선한 비례감을 바탕으로 생동감과

흥분, 그리고 유머를 옷에 부여하는 능력으로 주목받았

다. 1985년 금속 소재의 이브닝 드레스는 부르스 올드필

드(Bruce Oldfield)의 디자인으로<Fig. 16>, 심사자였던

『The Times』의 수지 멘키스(Suzy Menkes)는 이를 당시

미국의 상류사회를 대변하는 드라마 <Dallas>와 <Dyn-

asty>의 스타일을 잘 반영한, 화려하고 세련된 열망의

1980년대를 상징한다고 하였다(Lester, 2014). 1986년에

는 조르지오 아르마니(Giorgio Armani)의 파워 수트가

선정되었고<Fig. 17>, 1987년에는 역사와 이국에 기반을

둔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의 의상이 선정되었다(Fig.

18). 1988년 주니어 고티에(Junior Gaultier)의 데님 드레

스는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의 위트를 보여주

었으며, 1987년 갈리아노의 수상에서 보여준 패션의 큰

트렌드로서 민족적 영감은 1989년 리팟 오즈벳(Rifat Oz-

bet)의 화려한 이슬람 장식의 의상으로 연결되었다.

4. 1990년대(1990~1999년)

1990년 로미오 질리(Romeo Gigli)의 벨벳 슈트는 1980년

대의 구조적인 여성 슈트와 대조적으로 부드러운 테일

러링의 화려함으로 주목받았다. 1991년 엘리자베스 틸버

리스(Elizabeth Tilberis)는 샤넬(Chanel)의 데님 스커트와

부클레(Bouclé) 울 자켓, 그리고 누빈 야구모자와 샤넬

로고의 커스텀 주얼리를 선정하며<Fig. 19>, 하이패션과

스트리트 패션의 위트 있는 조합으로 샤넬의 전통에 반

(反)한 새로운 창의적 가능성을 찾았다고 하였다(Song,

2012). 1992년<Fig. 20> 랄프 로렌(Ralph Lauren)과 1993년

도나 카란(Donna Karan)의 평상과 격식을 넘나드는 미

국적 실용주의 패션은 편안함을 추구하는 생활양식을

반영하였고(Kim, 2012b), 1994년<Fig. 21>에는 갈리아

노의 천재성이 드러난 바이어스 커팅 이브닝 드레스가

수상하여 잘 차려입는 패션이 다시금 도래했음을 알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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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Lester, 2014). 1996년에는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의 범스터(Bumster) 바지와 슬래시가 있는 브

로케이드 튜닉이 선정되어 도발적이고 강력한 패션 이

미지를 생산하였다(Fig. 22). 1997년의 심사자 이사벨라

블로(Isabella Blow)는 후세인 샬라얀(Hussein Chalayan),

줄리앙 맥도날드(Julien Macdonald), 레이니 케오(Lai-

ney Keogh), 데보라 밀너(Deborah Milner), 필립 트레이

시(Philip Treacy), 미스터 펄(Mr Pearl), 숀 린(Shaun Le-

ane) 등 영국 출신의 패션 디자이너, 모자 디자이너, 코르

셋 제조자, 장신구 디자이너를 포함하는 7명의 패션 종

사자를 선정하여 하이패션과 상호연결된 패션 장인의 다

양성이 ‘올해의 드레스’를 통해서 공개되었다(Fig. 23).

1998년에는 실용적 남녀 캐주얼 의상이 함께 선정되었

고, 1999년의 심사자 수잔나 프랭클(Susannah Frankel)은

가죽 장식이 특이한 맥퀸의 레이스 드레스를 선정하며

<Fig. 24>, 맥퀸을 늘 명확한 상업성을 보여주면서도 옷

으로 가능한 것의 범주를 넓히고 있는 도전적인 디자이

너라고 하였다(Kwon, 2012; Lester, 2014).

5. 2000년대(2000~2009년)

2000년에는 도나텔라 베르사체(Donatella Versace)의 비

치 드레스가 선정되었다(Fig. 25). 심사자 리사 암스트롱

(Lisa Armstrong)은 제니퍼 로페즈(Jennifer Lopez)가 당

해 2월 오스카 시상식에서 이 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모

든 미디어에 보도되어 화제가 되었고, 이로써 패션과 셀

러브리티의 관계성을 환기시켰다고 하였다(Lester, 2014).

2001년 입 생 로랑의 톰 포드(Tom Ford)가 발표한 보헤

미안 풍의 검정 페전트 룩(Peasant-look)<Fig. 26>, 2002년

준야 와타나베(Junya Watanabe)의 보헤미안 요소들을 조

합한 1930년대 스타일의 드레스, 2003년 마르니(Marni)

의 화려한 컬러와 장식의 보헤미안 요소의 조합, 이어서

선정된 2004년 입 생 로랑의 톰 포드가 디자인한 중국

전통 용 문양의 실크 드레스는 모두 이국의 문화에서 영

감을 얻은 의상이었으며, 특히 2004년 의상은 니콜 키드

먼(Nicole Kidman)이 시상식 드레스로 채택하여 화제가

되었다. 2005년 랑방(Lanvin)의 앨버 알바즈(Alber El-

baz)가 발표한 푸른색의 로우 웨이스트 파니에 드레스

<Fig. 27>와 2006년 프라다(Prada)의 퍼(Fur) 패치 포켓이

있는 올리브 그린색 파카 코트는 단순함과 럭셔리를 동

시에 추구하는 현대 패션의 정서를 반영한 선정이었다.

2007년 자일즈 디컨(Giles Deacon)의 초대형 니트 스카

프로 완결된 오렌지 드레스<Fig. 28>는 현대 패션의 단

순함에 강렬함과 파격을 더했다. 2008년 케이트 모스

(Kate Moss)가 입어 화제가 된 샤넬의 바지 앙상블과 탑샵

(Topshop)의 케이트 모스 드레스<Fig. 29>, 그리고 2009년

기네스 팰트로(Gwyneth Paltrow)가 시상식 드레스로 채

택한 안토니오 베라르디(Antonio Berardi)의 트롱프뢰유

(Trompe l'oeil) 코르셋 드레스<Fig. 30>는 대중이 셀러

브리티를 패션의 아이콘으로 따르고 모방하는 시대성

이 반영된 선정이었다(Lester, 2014).

6. 2010년대(2010~2017년)

2011년 알렉산더 맥퀸의 사라 버튼(Sarah Burton)과

2012년<Fig. 31> 크리스챤 디오르의 라프 시몬스(Raf Si-

mons)는 모두 해당 하우스의 데뷔 컬렉션에서 선정되었

으며, 하우스의 아카이브를 현대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

를 받았다(Lester, 2014). 2013년 패션 블로거 스타일 버

블의 수잔나 루가 선정한 크리스토퍼 케인(Christoper Ka-

ne)의 실크 오간자 드레스<Fig. 32>는 어울리지 않는 요

소들을 병치하여 이룬 조화로 패션을 이끌었다는 평을

얻었다(“The latest Dress”, 2014). 2014년 선정된 가레스

퓨(Gareth Pugh)의 불투명 플라스틱 소재를 겹쳐 만든 코

트와 랩 앙상블<Fig. 33>은 2013년의 빈티지 무드에서 더

나아간 것으로, 퓨는 순수한 원상태의 재료로 가장 고급

스러운 것을 창조하고자 DIY 상점에서 플라스틱 한 롤

을 사 이 피날레 의상을 만들었다고 밝혔다(“In Conver-

sation...”, 2015). 톱맨의 고든 리차드슨은 2015년 ‘올해

의 드레스’로 패션계 전반에 감도는 ‘젠더 뉴트럴(gen-

der-neutral)’ 무드를 대표하는 크레이그 그린(Craig Gr-

een)의 의상<Fig. 34>을 선정하며 단순하지만 진지한 요

소를 가진, 아름다운 성 초월 의상은 흔치 않다고 하였다

(“Dress of the Year”, 2015). 2016년 ‘올해의 드레스’는

조나단 앤더슨(Jonathan Anderson)이 디자인한 로에베

(Loewe) 여성 컬렉션의 트위드 드레스와 JW 앤더슨(JW

Anderson) 남성 컬렉션의 니트<Fig. 35>를 선정하여, 패

션계가 지적이고 미래지향적 디자이너를 요구하고 있음

을 밝혔다(“Fashion Museum Bath”, 2017a). 2017년에는

크리스챤 디오르에 임명된 최초의 여성 디렉터, 마리아

그라치아 치우리(Maria Grazia Chiuri)의 ‘We Should All

Be Feminists’ 프린트 티셔츠<Fig. 36>가 선정되었다. 치

우리는 디오르를 여성성의 상징으로 보는 젊은 여성들

과,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들의 열망에 보내는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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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라고 했으며, 심사자 사라 베일리(Sarah Bailey)는 디

오르에서 치우리가 전개하고 있는 모든 천재적 도전에

응원을 보냈다(“Fashion Museum Bath”, 2017b).

이상에서 살펴본 시대별 수상작은 <Table 1>로 정리

될 수 있다.

IV. 패션 박물관 전시기획으로서

‘올해의 드레스’의 특징

본 장에서는 이론적 배경과 시대별 수상작 고찰을 토

대로, 패션 박물관의 이상적인 역할을 제시하고 있는 ‘올

Table 1. The award-works of ‘Dress of the Year’

Decades Outfits

1960s

Fig. 1. 1963. Fig. 2. 1965. Fig. 3. 1966. Fig. 4. 1967. Fig. 5. 1968. Fig. 6. 1969.

1970s

Fig. 7. 1970. Fig. 8. 1972. Fig. 9. 1973. Fig. 10. 1975. Fig. 11. 1976. Fig. 12. 1979.

1980s

Fig. 13. 1980. Fig. 14. 1982. Fig. 15. 1984. Fig. 16. 1985. Fig. 17. 1986. Fig. 18. 1987.

1990s

Fig. 19. 1991. Fig. 20. 1992. Fig. 21. 1994. Fig. 22. 1996. Fig. 23. 1997. Fig. 24. 1999.

From Dress of the Year. (2017b). https://www.fashionmuseum.co.uk; Lester. (2014). p.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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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의 드레스’ 기획을 패션 박물관의 기능적 측면에서 분

석하여 그 특징을 논의하고자 한다. 패션 박물관의 기능

인 수집과 전시, 연구, 소통의 관점에서 ‘올해의 드레스’

기획을 고찰한 결과, ‘박물관의 수집방법 제시’, ‘패션 연

구를 위한 자료축적’, ‘패션 비평 발전에 기여’라는 특징

이 도출되었다.

1. 박물관의 수집방법 제시

소장품은 박물관의 정체성을 이루므로, 어떤 작품을 새

롭게 수집할 것인지 수집정책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검

토하는 일은 그에 따르는 비용의 문제와 함께 박물관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올해의 드레스’에 선정된 의

상, 액세서리, 마네킹은 배스 패션뮤지엄에 토털패션 모

습 그대로 기증되어 전승되므로, 배스 패션뮤지엄은 새

로운 정책설정이나 비용문제 없이 새로운 컬렉션을 수

집하게 된다. 심사자의 주관적 비평이 반영된 독특한 선

정방법은 ‘올해의 드레스’ 컬렉션, 나아가 배스 패션뮤지

엄의 정체성 구축에 기여하며, 이 특별한 정체성은 추가

로 수집해야 할 컬렉션을 결정짓는데, 배스 패션뮤지엄

은 이러한 수요를 다시 ‘올해의 드레스’ 기획을 통해 충

족할 수 있다. 박물관이 필요한 작품을 고려한 후 심사자

지목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배스 패션뮤지엄이 특별한 수집을 위해 심사자를 지

목한 사례로는 1975년 웨딩 전문잡지『Brides』의 안나

하비(Anna Harvey)와 1995년 같은 잡지사의 샌드라 볼

러(Sandra Boler)를 들 수 있다. 후대에 전수되어 문화적

가치를 가지는 웨딩 드레스는 박물관 소장가치가 크며,

전통 결혼식의 로맨틱한 모습에 역사적 모티브를 현대

화한 해당 드레스는 ‘올해의 드레스’ 심사를 거쳐 박물

관 컬렉션에 추가되었다. 박물관의 필요에 따라 심사자

가 지목된 또 다른 사례로는 1972년『The Sunday Tim-

es』의 모이라 키넌(Moira Keenan)을 들 수 있다. 당시 키

넌이 속한 편집부서에서는 패션, 인테리어, 아동복을 함

께 다루었으며 키넌은 ‘올해의 드레스’로 비바(Biba)와

보비 힐슨(Bobby Hillson)의 여아용 드레스, 그리고 오

렌지 핸드(Orange hand)의 남아용 의상을 선정하였다.

비바와 보비 힐슨, 그리고 영국 남성복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버튼(Burton)사에서 런칭한 오렌지 핸드는 부유층

의 젊은 패션 시장을 겨냥한 브랜드였으며, 미개척 시장

에 새로운 목표 의식을 가지고 설립되었으나, 오래 지속

되지는 못했다. 이들은 독특한 정체성을 내세워 혁신적

Table 1. Continued

Decades Outfits

2000s

Fig. 25. 2000. Fig. 26. 2001. Fig. 27. 2005. Fig. 28. 2007. Fig. 29. 2008. Fig. 30. 2009.

2010s

Fig. 31. 2012. Fig. 32. 2013. Fig. 33. 2014. Fig. 34. 2015. Fig. 35. 2016. Fig. 36. 2017.

From Dress of the Year. (2017b). https://www.fashionmuseum.co.uk; Lester. (2014). p.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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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실험적인 시도를 하였고, 이 실험정신과 경험은 현

대 아동복 시장의 고급화, 명품화, 실용화의 기반이 되

었다. 배스 패션뮤지엄은 ‘올해의 드레스’를 통해 현대

고급 아동복의 대표 컬렉션을 추가한 것이다. 2015년

SPA 브랜드, 톱맨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리처드슨을

심사자로 선정한 사례는 패션 산업에서 남성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서 리처드슨은

신진 디자이너 크레이그 그린의 데뷔 컬렉션에서 작품

을 골랐다. 그는 역대 수상자들의 대부분이 매우 젊은

나이에 수상하였음을 언급하며, 그린의 데뷔 컬렉션은

성 구분이 모호한 현대 패션 경향을 반영했다고 선정이

유를 밝혔다. 이로써 ‘올해의 드레스’ 최초로 남성복의

단독선정이 이루어져 박물관에 소장되었다.

요컨대 ‘올해의 드레스’ 기획은 박물관 수집의 현명

한 방법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디자이너는 수상을 통해

패션의 역사에 기록되는 영예를 얻고, 배스 패션뮤지엄

은 전문가의 특별한 안목을 통해 비용을 들이지 않고 수

집품을 소장하게 된다.

2. 패션 연구를 위한 자료축적

‘올해의 드레스’ 기획은 50여 년 동안 방대한 자료를 축

적하였으며, 이는 공신력의 가치와 함께 패션 연구를 위

한 보충자료가 되어 연구자에게 다양한 관점의 패션 역

사 연구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특히 심사자 1인의 패션

비평이 온전히 반영된 선정과정은 ‘올해의 드레스’의 특

별한 가치이자 이 기획이 반세기 동안 지속되어온 원동

력이기도 하다. 심사자의 지목 및 디자이너 선정과 관련

된 인터뷰 등 미디어를 통해 공개되는 새로운 정보는 매

년 축적되는 컬렉션과 함께 사회문화적 배경 및 패션 트

렌드의 변화를 반영하는 풍성한 패션 담론으로 이어져

패션의 역사를 이룬다. ‘올해의 드레스’ 기획이 패션 연

구의 관점을 확장시키는 특별한 점은 패션 사학자나 큐

레이터가 아닌 패션 산업을 비평하는 저널리스트 심사자

1인에 의해, 이미 유명세를 얻은 디자이너에 국한한 안전

한 선정 대신 해당 시기의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디자이

너를, 그리고 그의 전체 컬렉션이 아닌 특정 의상을 선정

한다는 점에 있으며, 나아가 해당 의상이 누구에 의해 어

떤 형태로 주목받았는지도 밝혀 의상뿐만 아니라 그 의

상이 소비되는 문화현상을 충분히 반영한 선정이 이루어

진다는 점에 있다.

‘올해의 드레스’에 선정된 디자이너는 시대정신을 반

영한 작업으로 수상자로서의 명성과 비용 없는 홍보와

전시기회, 그리고 패션 박물관에 기록되는 역사적 인물

이 된다. 이 기획은 선정자 지목의 시점에서 지목의 이

유, 수락에 따른 배경 등을 밝히는 보도와 선정 디자이

너의 발표시점에서 새로운 디자이너, 혁신적 의상을 밝

히는 또 한 번의 보도와 함께 전시를 시작하여 관심을 모

아왔다. 수상자는 이미 패션사에 영향력 있는 디자이너

혹은 ‘올해의 드레스’가 발굴한 젊고 새롭게 주목받는

신예 디자이너였으며, 그들의 창의력은 ‘올해의 드레스’

에 의해 기록되어 차세대 디자이너에게 영감의 원천을

제공해왔다. 50여 년간의 선정에서 두 번 이상 선정된 디

자이너는 총 6명으로 1964년, 1968년, 1979년의 장 뮈어

와 1976년과 1977년의 다카다 겐조, 1987년과 1994년의

존 갈리아노, 1996년과 1999년의 알렉산더 맥퀸, 2001년

과 2004년의 톰 포드, 그리고 1981년의 끌로에에 이어

1991년과 2008년 샤넬로 수상한 칼 라거펠트이다. 이들

은 자신의 아카이브를 고수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패션

세계에서 대중의 시각을 이해하고 트렌드를 예측하는

디자이너로 상징되어진다. 한편 당해에 젊고 새롭게 주

목받았던 의상으로 수상하였지만 패션사에서는 중요하

게 다루어지지 않고 잊힌 디자이너에 대한 기록 또한 ‘올

해의 드레스’ 기획이 제공하는 패션 연구의 특별한 관점

이라고 할 수 있다.

‘올해의 드레스’ 기획을 위해 루트스타인사에서 매년

제공하는 마네킹은 시대의 이상적 미와 그 변화, 패션과

의 관계를 연구할 수 있는 자료를 이룬다. ‘올해의 드레

스’ 마네킹은 주로 당해 선정의상을 가장 잘 소화하며

대중의 관심을 받은 패션 모델이나 배우와 같은 셀러브

리티의 모습으로 만들어진다. 의상을 잘 소화하는 이상

적인 체형비례와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메이크업과 헤어

스타일을 한 이들은 패션과 뷰티 산업의 관련성도 환기

시킨다. 1960년대의 진 쉬림톤에서 2000년대의 케이트

모스, 그리고 패션 블로거 수잔나 루에 이르는 시대별

이상적 몸은 패션 트렌드와 연결된 연구자료를 제공한

다. 영국 출신의 진 쉬림톤은 1963년과 1965년 그리고

1968년 ‘올해의 드레스’를 입었던 모델로서, 큰 키에 깡

마른 아름다움으로 1960년대 미의 기준이었으며 당시 소

녀들이 체중감량을 시도하는 동기를 제공하였다(“Jean

Shrimpton”, 2018). 1967년 슬리마(Slimma)의 의상을 입

은 패티 보이드(Pattie Boyd)는 조지 해리슨(George Ha-

rrison)과 에릭 클랩튼(Eric Clapton)의 뮤즈이자 세기의

로맨스 주인공이었다. 1970년대에는 국적과 인종이 확

장된 모델이 증가하였으며, 이들은 현대적 시각의 슈퍼

스타급 모델로 성장하였다(Lester, 2014). 1974년 미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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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상을 입은 마리 헬빈은 포토그래퍼 데이비드 베일

리(David Baily)의 뮤즈였으며 20세기 후반 불후의 모델

겸 배우로 주목받았다. 1976년과 1977년에 선정된 겐조

의 의상은 유색인종의 모델들이 입었는데, 1976년도는

펫 클리블랜드(Pat Cleveland), 도네일 루나(Donyale Lu-

na), 베벌리 존슨(Beverly Johnson)을 본딴 흑인 마네킹

3개가, 1977년에는 서양에서 활동하는 최초의 일본인 모

델 사요코 야마구치(Sayoko Yamaguchi)의 마네킹이 만

들어졌다(“Sayoko Yamaguchi”, 2016). ‘올해의 드레스’

를 위해 제작된 마네킹은 패션 모델 외에도 1999년의 장

애를 가진 패럴림픽 육상선수 에이미 멀린스(Aimee Mu-

llins), 2000년의 가수 제니퍼 로페즈, 2009년의 배우 기

네스 펠트로, 2013년의 패션 블로거 수잔나 루 등 다양

한 영역의 셀러브리티로 확대되었으며, 이로써 당해 수

상작을 패션 산업의 영역을 넘어 문화와 소비, 환상의

영역에 위치시켰다.

3. 패션 비평 발전에 기여

‘올해의 드레스’는 패션 저널리즘의 기능이 본격적으

로 활성화되던 시기에 시작된 기획으로서, 패션 저널리

즘의 발달과 패션 저널리스트라는 새로운 직업군의 성

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Lester, 2014). ‘올해의 드레스’

선정은 박물관 큐레이터가 아닌 패션 컬렉션에 대한 비

평, 논평, 해설 등의 주관적 정보를 제공하며 패션 생산

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다시 말해 패션 산

업의 측면에 있는 패션 저널리스트에 의해 진행되어왔

다. 50여 년 동안 ‘올해의 드레스’를 선정해온 패션 비

평가로서 저널리스트는 오늘날 기술의 발전과 함께 유

통 구조의 변화 및 소통방법의 다양화가 이루어지면서,

바이어나 온라인 미디어가 낳은 새로운 전문가 등으로

확장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었다. 이들은 ‘올해의 드

레스’ 기획을 통해 비평의 관점을 확장시키며 패션 비

평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심사자가 당해에 발표된 의

상을 비교평가하며 제시하는 선정기준은 패션 저널리

즘의 비평 보도와 동일하다. 심사자는 동시대 패션에서

대중의 주목을 받았고, 역사적 기록에 남을 만큼 가치

있는 의상을 평가하며, 세계적 명성을 가진 패션 박물관

의 대표 기획을 위한 수집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는 신중

함을 가진다. 심사자 1인의 판단은 패션계와 대중의 공

감을 형성하지 못할 위험성을 지니기도 하지만, 때때로

이는 다수의 합의된 보편적인 선정보다 파격적일 수 있

다. 박물관의 소장품이 된 이 선정작은 전시로, 전문서적

이나 학술서로 공공에 개방되는데, 이 과정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이는 새로운 패션 비평으로

발전된다.

심사자의 주관적 정보, 패션의 트렌드, 컬렉션 분석

에 대한 비평의 관점에서 해석한 선정사례를 살펴보면,

1966년『The Sunday Times』의 어니스틴 카터가 선정한

미쉘 로지에(Michele Rosier)의 투명한 PVC 코트를 들

수 있다. 카터는 이 대담한 선택이 로지에가 플라스틱

으로 우주시대 글래머의 비전을 완벽하게 제시했기 때

문이라 밝혔으며, 이는 입 생 로랑이 몬드리안 드레스

를 발표하기 1년 전이었고, 인간의 달 탐험보다 3년 앞

선 발표였다(“Dress of the Year”, 2017a). 한편, 2000년

『The Times』의 리사 암스트롱이 선정한 도나텔라 베르

사체의 이브닝 드레스 또한 심사자의 주관적 선정으로

꼽힌다. 이 드레스는 오스카 시상식의 제니퍼 로페즈를

비롯하여 셀레브리티의 착용으로 화제를 낳았으며, 2014년

50주년 기념전시에서도 가장 큰 관심을 끌었다. 암스트

롱은 당해 크게 화제가 되었던 후세인 샬라얀의 탁자 드

레스 대신 베르사체의 드레스를 선택하여 더욱 주목받

았다(“Dress of the Year”, 2017a; Evans, 2003). 샬라얀

의 탁자 드레스는 2001년 영국을 대표하는 현대 미술관

인 테이트 모던(Tate Modern)에 전시되었으며, 패션 학

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작품이다. 그러나 암스트롱은

19세기 쇼걸의 현대식 버전인 베르사체의 드레스를 패

션과 셀레브리티 사이 공생관계의 정점을 보여주는 사

례로서 극찬하였다(Evans, 2003).

이상에서 살펴본 ‘올해의 드레스’는 박물관 수집의 현

명한 방법이며, 패션 연구의 관점을 확장시키고, 박물관

소통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전시기획이다. 수집과 전시,

연구, 소통이라는 패션 박물관이 지닌 기능의 관점에서

‘올해의 드레스’ 기획을 고찰한 결과, 의상과 마네킹의

기부에 의한 ‘비용 없는 수집’, 1인 심사자의 안목이 반

영된 ‘수집의 독창성’과 ‘박물관 정체성의 구축’, ‘패션

의 시대정신 반영’, 마네킹을 통한 ‘시대의 이상미 파악’,

선정과정 공개를 통한 ‘패션 정보의 생산’, ‘패션 저널

리스트의 역할 확장’, ‘패션 저널리즘 성장에 기여’ 등이

논의되었으며, 이로써 <Fig. 37>과 같이 ‘올해의 드레스’

기획의 특징이 도출되었다.

V. 결 론

배스 패션뮤지엄의 ‘올해의 드레스’는 1963년부터 현

재까지 매년 지목되는 패션 전문가 1인의 관점에서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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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사에 기록될 작품을 선정하는 현재진행형의 기획

이다. 본 연구는 패션 박물관의 대표적인 전시기획 사례

로서 배스 패션뮤지엄의 ‘올해의 드레스’에 대해 고찰

하고, ‘올해의 드레스’가 갖는 특징을 패션 박물관의 기

능의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그 결과로서 ‘박물관의 수집

방법 제시’, ‘패션 연구를 위한 자료축적’, ‘패션 비평 발

전에 기여’라는 3가지 특징이 도출되었다.

첫째, ‘올해의 드레스’ 기획은 패션 박물관의 좋은 수

집방법 사례를 제시하였다. 패션 박물관은 박물관 정체

성에 부합하는 수집정책을 세우고, 그에 따른 실행으로

정체성을 더욱 견고히 한다. ‘올해의 드레스’는 저널리

스트 심사자 1인에 주관적 선택에 의해 수집되는 컬렉

션으로 박물관의 정체성을 만들며, 또한 이 정체성의 유

지 및 강화를 위해 심사자를 지목하는 선순환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현명한 방법을 통해 배스 패션뮤지엄은

시대별 주목받은 여성복과 소수의 남성복, 웨딩 의상,

아동복, 그리고 패션 소품 등을 별도의 비용 없이 소장

하게 되었다. 둘째, ‘올해의 드레스’ 기획은 패션 연구

를 위한 자료축적에 기여하였다. 50여 년 동안 축적한

방대한 자료는 공신력의 가치와 더불어 패션 트렌드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역사적 자료를 이루며, 연구자에게

다양한 관점의 패션 연구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심사

자에 따른 선정의상, 선정디자이너, 그리고 선정이유는

사회문화적 배경과 함께 풍성한 패션 담론으로 이어졌

다. 한편, 루트스타인사에서 매년 제공하는 마네킹은 시

대의 이상적 미와 그 변화, 패션과의 관계를 연구할 수

있는 자료를 이루었다. 셋째, ‘올해의 드레스’ 기획은 패

션 비평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올해의 드레스’ 기획을 전

후하여 패션 저널리즘의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이 기획

은 저널리즘 발전의 계기로서 기능하였으며, 나아가 패

션 저널리스트라는 직업군의 탄생에도 기여하였다. 한

편 ‘올해의 드레스’ 기획은 과거 저널리스트, 큐레이터,

학자에 국한되었던 패션 비평의 영역이 오늘날 바이어

나 블로거 등으로 확장되는 현상도 반영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박물관 수집의 현명한 방법이며, 패션 연구

의 관점을 확장시키고, 박물관 소통의 적극적 활용을 시

도한 기획으로서 ‘올해의 드레스’ 기획이 신뢰성과 공

신력의 가치와 함께 패션 연구에 다양한 가능성을 제공

하고 있음을 논의하였으며, 패션 비평과 패션 박물관 운

영에 시사하는 바를 확인하였다. ‘올해의 드레스’는 배

스 패션뮤지엄의 설립자인 랭글리 무어의 소박했던 ‘새

로운 생각’을 시작으로 50여 년 동안 꾸준히 수행해온

박물관 전시기획으로서, 전통적인 ‘전시’의 개념에 저널

리스트 심사자를 통한 매스미디어의 활용과 패션의 대

중적 취향을 고려한 ‘수집’과 ‘소통’을 더해 세워진 선진

적 기획이다. 이는 전통과 진보의 결합이 새로운 변화를

Fig. 37. The characteristics of the ‘Dress of the Year’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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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한 하나의 예시로 작용하여 예술적, 상업적, 대중적

영감을 만들고 있으며, 앞으로도 변화를 거듭할 매스미

디어의 형식과 그에 따른 패션 비평 방법에 따라 패션

의 시대정신을 다각도로 축적해 나갈 것임이 예측된다.

이는 패션과 패션 연구에 새로운 영감을 제공할 것이며,

나아가 패션 박물관의 미래지향적 기획에 지속적인 자

극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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