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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shion brands communicate with consumers through the use of fashion films that are effective in the

delivery of the image. This is because digital media (such as fashion films) are popular and accessible as

well as effective in attracting people's attention. The reasons why fashion films have become a new fashion

media among many others is becuase they are based on an existing platform. This study will examine offline

platforms of fashion film: flagship store, fashion exhibition, and fashion show. The offline platform of a fas-

hion film is a physical space where a fashion film can be exhibited and viewed as a medium that can effec-

tively convey fashion film to consumers. As a research method, the concept of an offline platform of fashion

film is established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of fashion films and platform that is followed by an empiri-

cal case study. The study results show that the offline platform of a fashion film is in the progress of turning

into an autotelic space where the consumption of such culture as cinema and theater has become possible.

Key words: Fashion film, Offline platform, Flagship store, Fashion exhibition, Fashion show; 패션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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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소비자가 특정 제품을 구매할 때 영향을 받는 요인이

제품의 기능적 측면에서 제품이 지닌 이미지나 가치로

바뀌고 있다. Michael Craig-Martin(as cited in Kim, 2017)

은 오브제와 이미지로 이뤄진 소비욕망의 공간으로서

현대사회를 묘사한 바 있다. 이런 세태를 반영하듯 최근

패션분야에서는 브랜드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향을 이

미지로 제시하고자 하며, 이미지 전달에 효과적인 지면

광고에서 영상물에 이르는 다채로운 방법을 통해 소비

자와 커뮤니케이션한다. 그 결과 제품의 가시적인 측면

과 더불어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효과적인 수단

으로 패션필름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비물질적 가치

를 중시하는 현대사회에서 패션필름이 창의적인 결과물

을 도출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

럼 브랜드 이미지, 제품 이미지 등 패션에서 이미지를 전

달하는데 최적화된 패션필름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제작 및 확산되고 있으며,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

해 혁신적인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접목된 패션필름이 제

작되고 있다.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만연한 분위기 속에

서 패션브랜드는 전달하려는 이미지와 브랜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패션쇼, 패션필름, 퍼포먼스 등 다양한 형

식의 디지털 방식을 차용하고 있다(Lee & Lee, 2017).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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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도 패션필름이 브랜드의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성장하며 주요한 패션미디어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처럼 패션필름의 영향력이 확장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기존의 오프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삼았기 때

문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플랫폼은 온라인과 오프

라인으로 나뉘는데 패션필름의 경우, 영상물의 일종으

로 브랜드의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YouTube) 등 영상물

공유 사이트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확산되어왔다. 그

러나 최근 패션필름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방식을 살

펴보면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도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오프라인 플랫폼의 활용은 각각의

공간이 지닌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 브랜드를 인지할 수 있어 관람자

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잔상을 남길 수 있다. 또한 오프

라인 플랫폼을 통해 패션필름을 배포하는 방식은 온 ·오

프라인, 모바일 등 다양한 경로로 브랜드를 접하는 소

비자에게 일관된 이미지를 소비할 수 있도록 옴니채널

(omni-channel)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각 채널 간의 관

계를 하나로 융합하는 것은 소비자의 체험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제품의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

이다. 그 결과 브랜드에서는 소비자와 패션필름을 공유

하는데 용이하면서도 신선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오

프라인 플랫폼을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패션필름의 확산경로로 부상

하고 있는 오프라인 플랫폼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소

비자가 패션필름을 접할 수 있는 오프라인 공간을 패션

필름의 플랫폼으로 규정하고, 각각의 플랫폼이 지닌 특

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패션필름 및 플랫

폼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고 이에 맞는 사례연구를 바탕

으로 패션필름의 오프라인 플랫폼 특성 및 경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패션필름과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미적

특성이나 표현방식, 유형에 관한 연구(Kim & Ha, 2015,

2017; S. Y. Kim, 2013; Kwon & Yim, 2016) 및 패션필

름을 매체적 특성을 지닌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인식하

고 그에 관한 소통방식 및 효과에 관한 연구(Hong &

Kim, 2013; Huh et al., 2016; Kim & Kim, 2013; Lee,

2016), 마케팅 수단으로서 패션필름의 의미를 고찰한 연

구(Park & Park, 2016), 소비자가 패션필름을 받아들이

는 인식차이에 관한 연구(Ahn et al., 2015) 등이 있다. 그

러나 패션필름이 다방면으로 전파되어 세계 각지의 사람

들이 공유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패션필름이 어떠한 경

로를 통해 사람들에게 확산되는가에 대한 연구는 미흡

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패션필름이 전달되는

경로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패션필름이 대

중에게 전파되는 오프라인 공간을 패션필름의 플랫폼으

로 이해하고 해당 공간이 가지는 특징과 경향에 관해 살

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

하였다. 첫째, 패션필름 및 플랫폼의 개념을 정립하여 본

고에서 탐색하고자 하는 바인 패션필름의 오프라인 플

랫폼을 정의한다. 둘째, 패션필름의 확산경로인 오프라

인 플랫폼 정의를 바탕으로 사례를 고찰한다. 셋째, 오프

라인 플랫폼의 특성 및 경향을 파악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방법은 패션필름과 플랫폼에 관한 문헌연

구를 바탕으로 패션필름의 오프라인 플랫폼 개념을 확

립하고 이에 맞는 사례를 추출하여 실증연구를 병행하

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패션필름 플랫폼의 범위를 오

프라인 플랫폼으로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실

증연구의 사례로 활용된 패션필름은 패션브랜드에서 제

작한 패션필름으로 브랜드의 공식 홈페이지 및 브랜드

의 유튜브, 쇼스튜디오(SHOWstudio), 그 밖의 인터넷 사

이트를 통해 수집하였다. 특히 유튜브에서 추출한 자료

의 경우, 유튜브로부터 브랜드에서 공식적으로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음을 인증받고 해당 패션필름의 조회수가

10,000번 이상인 영상을 기준으로 삼았다. 연구의 범위는

닉 나이트(Nick Knight)가 쇼스튜디오를 설립한 2000년

부터 2017년까지로 한정한다. 2000년 쇼스튜디오가 설

립된 이래로 패션필름의 제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

며 패션필름 페스티벌도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Kwon & Yim, 2016). 또한 쇼스튜디오는 2003년 Webby

Award에서 Best Fashion Website로 선정되며 전문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J. Kim, 2013). 이러한 쇼스튜디오의 성

과는 패션필름이 하나의 독자적인 장르로 자리매김하

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평가할 수 있기에

본 연구의 범위를 설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패션필름의 개념 및 특성

패션필름은 패션과 영상 또는 영화라는 의미의 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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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합한 용어로 패션필름이 처음 등장한 시기로 거슬

러 올라가면 약 100년 전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Uhlirova, 2013). 초기 패션필름의 제작의도는 디자이너

의 작품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제작된 것으로

복식을 설명하기 위한 기능적 측면이 우선시되었다. 그

러나 현재의 패션필름은 표현과 상징의 기능이 돋보이

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양상은 닉 나이트가

2000년 패션필름 전문 사이트인 쇼스튜디오를 개설하

면서부터 본격화되었다. 이후 패션필름을 정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으나 현재까지도 패션필름에 대한 정

의는 연구자에 따라 다소 견해의 차이를 보인다. S. Y.

Kim(2013)은 패션커뮤니케이션의 일종으로 패션필름을

이해하였는데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영상물로서 브랜

드, 디자이너의 메시지, 시즌 콘셉트 등을 효과적으로 전

달할 수 있으며 불특정 다수에 의해 소비되는 멀티미디

어 이미지로 정의하였다. Lee(2016)는 의상의 콘셉트를

표현한 영상물로 정의하였으나 패션계에 종사하는 특정

인물이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극영화 또는 다큐멘터리,

기록물 형태의 영상물은 제외한 반면 Kim and Ha(2017)

는 영화의 언어를 빌려 패션을 표현한 독립적인 장르로

패션필름을 이해하였으며 제작자의 의도를 창의적인 방

식으로 표현하는 10분 내외의 영상물로 정의하였다. 해

외 연구자인 Del Pino and Castelló(as cited in Soloaga &

Guerrero, 2016)에 따르면 패션필름은 시청각 광고, 영화,

단편영화, 비디오 클립, 비디오 아트 등의 형태의 뒤를

잇는 브랜드의 커뮤니케이션 도구라고 하였으며, Skjul-

stad and Morrison(2016)은 비전문가 또는 전문가의 작품

에 이르기까지 패션의 제반사항을 다룬 짧은 디지털 필

름으로 보았다. Needham(as cited in Bruzzi & Gibson,

2013)은 패션을 주제로 다룬 영화와 패션필름을 구분지

으며 시즌 컬렉션 홍보용, 전자 룩북, 캣워크 대체 영상,

실험적인 영화, 잡지를 디지털 플랫폼으로 대체한 프로

모(promo), 브랜드의 지원을 받은 예술가가 제작한 비디

오 등 10분 이내의 영상물로 제작된 것으로 정의한 반면

Khan(2012a, 2012b)은 시공간과 물질성을 뛰어넘는 경

험을 강조하는 새로운 미디어 장르로 패션필름을 이해

하고, 이를 유명한 감독을 기용하여 제작한 패션필름과

비전통적이고 실험적인 패션필름으로 구분하였다. 이러

한 정의를 바탕으로 Mijovic(2013)은 비서사, 전통적인

서사, 유기적인 서사의 형태로 패션필름을 세분화하여

각각의 특성에 대해 고찰하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다수

의 연구자들에 의해 패션필름의 개념과 특성은 지속적

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내용을 바

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넓

은 의미에서 패션필름이란 브랜드나 브랜드로부터 재정

적 지원을 받은 제작자 또는 개인 제작자가 패션을 주제

로 만든 시각물로서 브랜드, 디자이너, 제품의 콘셉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며 동시에 제작

자의 표현방식이 패션필름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창작물

로서 이는 온 ·오프라인 플랫폼 또는 모바일을 통해 확

산되는 영상물이다. 패션필름을 좁은 의미에서 살펴보

면 1분 미만에서부터 60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재생

시간을 가진 영상물로 패션필름이 취하고 있는 형식에

따라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패션필름에 적용된 기술에 의해 모션그래픽, 프로젝션

맵핑, 홀로그램 패션필름 등으로 나눌 수 있다(Kwon &

Yim, 2016).

이러한 패션필름의 특성은 다섯 가지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는데, 첫째, 패션필름을 통해 복식을 현실적인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복식은 인간의 몸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움직임이 생기게 되고 이는 시간의 흐

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전개되었으나, 디지털

환경이 발달함에 따라 패션필름이 도입되면서 복식의 변

화를 현실에서 보는 것과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었

다. 다시 말해 패션필름을 통해 시간과 움직임이 공존하

는 형태로 복식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둘째, 패션

필름은 시공간을 초월한 형태를 지니고 있어 물리적 한

계를 초월한다. 기존의 패션쇼는 주최 측으로부터 초대

받은 소수의 사람만이 참석할 수 있는 일종의 엘리트 문

화였다(Kwon & Yim, 2016). 하지만 인터넷이 보편화되

면서 패션쇼가 개최되는 특정한 시공간에 해당 장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볼 수 있게 되었다. 쇼가 끝난 직후에

는 패션쇼 영상을 별도의 패션필름으로 따로 제작하여

배포함에 따라 패션쇼는 전 세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시

즌제(制) 문화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만큼 개방된 형태

를 띠게 되었다. 셋째, 패션필름은 영상을 보는 주체에

의해 조작이 가능하다. 패션필름을 보는 도중 개입할 수

있는 재생 또는 정지 등의 단순조작에서부터 관람자의

의도에 따라 패션필름 자체를 재편집할 수 있을만큼 개

입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 재편집된 패션필름은 페이스

북(Facebook)이나 인스타그램(Instagram) 등 소셜 네트워

크 개인 사용자의 계정을 통해 유포되는데, 이는 패션필

름이 일반인이 주체가 되는 사용자 중심의 환경을 구축

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패션필름은 관람자로 하여금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 더 나아가 제품과 자신을 동일시

하도록 유도하여 관람자 내면의 욕망을 발현시킨다.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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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필름은 브랜드 마케팅의 일환으로서 제작되는데,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모델이나 모델이 착용하고 있는 복식

또한 브랜드 마케팅의 대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패션

필름에 등장하는 모델과 제품은 소유욕을 불러일으키

기 위한 장치들과 함께 등장하며, 결과적으로 관람자는

모델 또는 모델이 착용한 제품에 자신을 투영시켜 욕망

을 외면화하게 되는 것이다. 다섯째, 패션필름은 영상과

함께 음악이 어우러지는 형태를 띠는데, 이는 뮤직비디

오와의 유사성을 가진다. 1980년대 뮤직비디오는 신곡

음반을 홍보하기 위한 도구로써 등장하였다(Kim, 2014).

이후 비디오 제작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애니메이션, 다

큐멘터리 등 다양한 종류의 영상 및 스토리텔링이 가능

한 형태로 제작되기 시작하였는데, 패션필름도 이와 동

일한 발전과정을 보인다. 초기 패션필름은 특정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나, 기술적 진보와 더불어 스

토리가 있는 유형의 패션필름이 등장하며 새로운 카테

고리로 자리매김하였다.

2. 오프라인 플랫폼 정의 및 경향

2005년 10월『하버드 비즈니스 리뷰(Harvard Business

Review)』에 ‘Every Product's a Platform’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이 논문의 제목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플랫폼의 중요성은 제품 그 자체와 비견할 만큼 높

아지고 있다(Sviokla & Paoni, 2005). 플랫폼의 발전은 교

육 ·문화 ·경제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력을 행사

하며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다(Van Alstyne et al., 2016/

2017). 패션분야에서도 플랫폼은 사회변화를 이끄는 하

나의 축으로서 역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패션필름

의 플랫폼은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며 발전하는 양상을

보인다.

패션필름 플랫폼은 두 가지의 단어로 이루어진 합성

어이기에 이를 정의하기 전 패션필름과 플랫폼이라는

단어의 의미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패션필름에

관한 개념은 1장에서 자세히 살펴본 관계로 요약하여

말하자면 패션을 주제로 제작된 영상이자 전달하고자

하는 콘셉트가 명확한 창의적인 형태의 영상물을 말한

다. 플랫폼은 본래 기차역의 승강장을 나타내는 말로 승

객과 기차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하나,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의미가 확대되어 시스템을 지탱

하는 기반 또는 틀을 지칭하는 용어로도 쓰이고 있다. 더

나아가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노하우에 이르기

까지 전방위에 걸쳐 존재한다(Macmillan English dictio-

nary: For advanced learners, 2002). 컴퓨터, 자동차, 예

술 등 다방면에서 플랫폼이라는 용어가 사용됨에 따라

플랫폼의 개념은 각 분야별 연구자마다 차이를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플랫폼의 공

통점을 바탕으로 정의한 결과,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효

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토대이자 개방성과

공유를 핵심 가치로 하는 개념으로서 플랫폼을 이해하고

자 한다(Choi & Kim, 2011; Chung et al., 2013; Hong et

al., 2012; Im, 2017; M. S. Lee, 2017; S. J. Lee, 2017).

모바일과 같은 개인 미디어가 급속도로 발달함에 따

라 언제 어디서든 패션필름을 보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패션브랜드에서는 브랜드 또는 제품의 아이덴티티와 같

이 추상적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다채로운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언어로 구체화하기 어려운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Kim, 2015).

그러나 패션브랜드에서 양산해내는 패션필름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소비자는 이를 취사선

택하여 볼 수 있는 입장이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패션

브랜드로 하여금 타 브랜드와 차별화된 방식의 플랫폼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패션플래그쉽 스토어, 패션전시, 패션쇼 등 오프라인

공간을 플랫폼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Kim, 2015). 모바

일 네트워크가 아닌 물리적 공간, 한편으로는 전통적이

라고 할 수 있는 공간을 역으로 패션필름의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플랫폼은 모바일이나 소셜 네트워크

등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과 백화점처럼 물리

적인 공간을 근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프라인 플

랫폼으로 나눌 수 있는데, 패션필름은 온라인 플랫폼뿐

만 아니라 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도 소비자에게 전

달될 수 있는 양가적 특징을 지니게 되었다. 즉, 패션필

름은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플랫폼의 경계를 두지

않는 멀티미디어로서 역할하고 있다.

패션필름의 특성상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한 공간이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여겨졌으나 오프라인 공간에서

의 소통을 통해 다수의 잠재적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

는 경로를 개척하였다. 이에 패션플래그쉽 스토어, 패션

전시, 패션쇼 등의 오프라인 플랫폼이 패션필름을 다수

에게 전달할 수 있는 유통경로로서 각광받게 되었다. 오

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패션필름을 배포하는 것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바일 등 다채로운 방식으로 전달

되는 브랜드 이미지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 이처럼 개

별적인 유통방식을 하나로 융합하는 것은 소비자의 체험

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제품의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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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이다. 이를 바탕으로 패션필름의 오프라인 플랫폼을

정의하면 패션필름 제작자가 패션필름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이자 동시에 소비자에게

는 이를 관람할 수 있는 장소로서, 온 ·오프라인과 더불

어 모바일 등을 통해 패션필름을 효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매개체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션필름을 통해 소비자와의 상

호작용을 증대시키고 효과적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전달

하는 패션필름의 오프라인 플랫폼 사례 중 패션플래그

쉽 스토어, 패션전시, 패션쇼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I. 오프라인 플랫폼 유형별 사례고찰

패션필름은 이미지에 초점을 맞추어 브랜드가 표현하

고자 하는 의미나 감정을 전달하는 메커니즘으로써 소

비자의 욕망과 환상을 자극하여 관심을 이끌어내는 효

과를 지니고 있다(Hancock et al., 2013). 또한 패션필름

을 활용하여 체득하게 되는 다양한 경험은 소비자가 브

랜드와 능동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디지털

기술의 진보와 더불어 등장한 패션필름은 소비자의 브

랜드 지각방식에 변화를 가져왔다(Park, 2005).

1. 패션플래그쉽 스토어

기능을 중심으로 한 제품 위주의 마케팅에서 체험 중

심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라 예상한 Schmitt(1999)에 따

르면 현대사회는 체험 중심 사회로 변해가고 있으며 그

변화의 중심에 플래그쉽 스토어가 자리하고 있다고 하

였다. 제품의 소비가 목적인 스토어를 브랜드 아이덴티

티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인 플래그쉽 스토어 또는 에피

센터(epicenter)로 탈바꿈시키는 이유는 비물질적이며 비

가시적인 특성이 지니는 가치가 우리 생활에 끼치는 영

향 때문이다. 이러한 철학을 구체화시켜 패션플래그쉽

스토어에 패션필름을 활용한 사례인 <Fig. 1>의 프라다

(Prada)의 플래그쉽 스토어는 예술과 소비가 결합한 복

합적 형태의 공간으로의 변화를 꾀하였다(Arts & Cale-

fato, 2010).

<Fig. 2>는 2005년 리들리 스콧(Ridley Scott)이 프라다

를 위해 제작한 ‘Thunder Perfect Mind’라는 제목의 패션

필름의 한 장면이다. 프라다 향수광고인 해당 영상은 다

리아 워보이(Daria Werbowy)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다

양한 모습으로 분하여 여성의 일생을 표현한다. 그녀의

연기와 더불어 1세기에 지어진 동명의 제목을 가진 시

를 내레이션으로 활용하였는데, 시의 내용은 영상에서

다리아 워보이가 연기한 여성의 모습과 흐름을 같이 한

다(Prada, 2010). 또한 그림 같은 영상미도 주제를 표현

하는데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조화를 이끌어냈다는 평을

받았다(Browne, 2005). <Fig. 2>의 영상은 뉴욕 플래그쉽

스토어 내부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서도 볼 수 있으며

TV 광고를 위한 영상으로도 배포되는 등 다방면에서 활

용되었다. 패션필름 외에도 전시나 콘서트, 이벤트 등이

가능하도록 내부를 구성하여 상품의 실질적인 구매를

요구하는 장소에서 벗어나 한 차원 높은 브랜드 아이덴

티티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Rem Koolhaas(as cited

in Arts & Calefato, 2010)는 플래그쉽 스토어의 내 ·외

부와 스토어를 방문하는 고객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구

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플래그쉽 스

토어가 전통적인 스토어의 기능인 소비만이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벗어나 감성을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의미를

지닌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자 한 의도를 알 수 있다.

2010년 랄프로렌(Ralph Lauren)은 뉴욕에 첫번째 폴

로(POLO) 플래그쉽 스토어를 오픈하였는데 이를 기념

하기 위해 <Fig. 3>에서 보이는 것처럼 스토어 외벽을

스크린 삼아 패션필름을 상영하였다. 영상에는 브랜드

를 대표하는 시그니처 제품들이 차례로 등장하였고, 모

Fig. 2. Prada, “Thunder perfect mind”.

From Prada. (2010). https://www.youtube.com
Fig. 1. Prada epicenter.

From OMA. (2012). https://galinie.word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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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은 마치 실제로 건물 안에서 걸어나오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는 아르데코(Art Déco) 양식의 건축

물 구조와 스크린 속 비율을 치밀하게 계산하여 얻은 결

과로 약 8분 동안 진행된 4D 체험은 스토어를 찾은 이들

의 이목을 집중시키는데 충분하였다. 또한 폴로 플래그

쉽 스토어로 바뀌기 전 해당 패션필름은 브랜드 아이덴

티티와 감성을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였고, 영상

이 끝난 후에는 공기 중에 빅 포니(Big Pony) 향수를 분

사하여 해당 장소에 와 있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브랜

드를 4D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Geczy &

Karaminas, 2012). 이는 랄프로렌이 방문자의 다차원적

경험을 이끌면서 디지털 플래그쉽 스토어로서의 면모를

선보이는 계기가 되었고, 패션을 일종의 스펙터클한 엔

터테인먼트(entertainment spectacle)로 즐길 수 있게 한

획기적인 시도라 할 수 있다(BOF TEAM, 2010).

로마에 위치한 루이비통(Louis Vuitton) 플래그쉽 스토

어에는 <Fig. 4>와 같이 매장 내부에 스크린과 더불어

영화관이 마련되어 있다. 일반적인 영화관처럼 대형 스

크린과 19개의 좌석을 구비하고 있는 이 장소는 패션필

름 상영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독립영화를 상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Handmade Cinema’라는 다큐멘터리 영

화를 상영하기도 하였다(Hong, 2012).

버버리(Burberry)는 2013년 버버리프로섬(Burberry Pro-

sum) A/W 컬렉션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새로운 기술

을 선보였다. 소비자가 런웨이를 보면서 동시에 컬렉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

가 각 제품의 코드를 입력하면 그와 관련된 단편영상을

볼 수 있다. 영국 런던에 위치한 버버리의 플래그쉽 스

토어에서는 <Fig. 5>처럼 제품 코드를 입력하거나 스토

어 내부 스마트 스크린(smart screen) 앞에 제품을 위치

시키면 제품과 관련된 영상이 자동 재생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버버리와 마찬가지로 겐조(Kenzo)도 2016년 서울 플

래그쉽 스토어 내 전자 스크린을 설치하여 스토어 방문

객이 매 시즌 컬렉션 테마와 관련된 영상을 볼 수 있도

록 공간을 구획하였다.

플래그쉽 스토어에서 패션필름을 상영하는 것은 고

객으로 하여금 물리적인 공간 내에서 공감각적으로 브

랜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공간에

서 활용되는 패션필름은 기존에 제작한 영상을 매장 내

스크린을 통해 보여주었던 것과 더불어 영상과 첨단기

술을 접목한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실질

적인 제품의 소비를 최우선의 목적으로 하는 플래그쉽

스토어는 이미지를 전달하고 영상을 관람하는 장소이

Fig. 3. Ralph Lauren 4D experience - New York.

From Ralph Lauren. (2010). https://www.youtube.com

Fig. 4. Louis Vuitton Rome étoile maison.

From TVC Group. (2012). https://www.youtube.com
Fig. 5. Burberry London flagship store.

From VisionAIRblog. (2012). https://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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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

로 바뀌고 있다. 스토어 내에서 패션필름의 사용은 플래

그쉽 스토어라는 공간과 이미지로서의 상품, 물리적 상

품, 브랜드 아이덴티티, 소비자를 하나로 연결시켜 브랜

드 광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차원적인 공간이라

할 수 있다(Kim, 2005).

2. 패션전시

전시는 우회적이고 감성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다

가가기 때문에 패션의 상업적 측면에 대한 거부감을 상

쇄시킬 수 있다(Ye & Yim, 2014). 일찍이 영국에서는 패

션전시회의 컨텐츠를 풍부하게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했는데 그 이유는 전시회가 대중적 매체라는 것을 인지

했기 때문이다(Breward, 2008). 전시공간이 커뮤니케이

션과 창조적 행위가 결합하는 공간으로서 인식되고, 소

비자는 비주얼 서스펙트(visual suspect)와 지적인 컨텐

츠를 포함하는 창의적인 전시를 기대하기 때문에 패션

브랜드에서는 패션필름을 활용한 전시를 기획하고 있다

(Melchior & Svensson, 2014). 그 결과 박물관과 미술관

등에서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한 패션전시 횟수가 늘

어나고 있다(Smith et al, 2013).

2009년 서울 경희궁에서 열린 프라다 ‘Transformer’ 전

시는 <Fig. 6>처럼 네 개의 면으로 이루어진 구조물에서

전시가 진행되었다. 본 전시는 프라다가 건축, 예술, 디

자인 등 다방면에 걸쳐 보유하고 있던 기술이 집약된 프

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5개월의 전시기간 동안 네 번에

걸쳐 네 개의 면이 각각 바닥에서 벽면으로 벽면에서 천

장이 되는 변화무쌍한 전시라는 평을 받았다(Jeon, 2009).

각 면은 패션, 영화, 미술, 프라다의 문화 전반에 관한 주

제로 진행되었으며, 영화를 테마로 한 면에서는 브랜드

홍보를 위한 영상물이 아닌 예술가의 작품을 상영함으로

써 예술적 경험의 장을 마련하였다.

<Fig. 7>은 메트로폴리탄 박물관(The Metropolitan Mu-

seum of Art)에서 기획한 ‘Schiaparelli and Prada: Impo-

ssible Conversations’ 전시이다. 1930년대 베니티 페어

(Vanity Fair) 미구엘 코바루비아(Miguel Covarrubia)의

‘Impossible Interviews’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것으로

다른 시대에 살았던 두 명의 이탈리아 디자이너 사이의

유사성을 탐구하기 위해 기획되었다(Wagenblast, 2012).

총 7개의 섹션에 8개의 비디오를 나란히 배치하여 두 디

자이너 사이의 디자인적 교감과 감성의 공유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그녀들의 생각은 반세기가 넘는 역사

적 기간의 차이에 의해 각각의 주제에 관한 의미, 아이

디어, 가치의 변화를 바탕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Cotter, 2012). 전시와 함께 바즈 루어만(Baz Luhrmann)

감독이 별도 제작 및 연출한 엘자 스키아파렐리(Elsa Sch-

iaparelli)와 미우치아 프라다(Miuccia Prada) 사이의 시뮬

레이션 대화 영상은 관람객이 전시주제 및 기획의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Fig. 6. Prada,“Transformer”.

From OMA & Koolhaas. (2009). http://www.prada.com

Fig. 7. Schiaparelli and Prada:

Impossible conversations.

From Cotter. (2012). https://www.ny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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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의 ‘SERIES 2’ 순회전시는 브랜드의 역사와

전통을 지키면서 디지털을 접목시켜 미래지향적인 방향

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대중

으로 하여금 마치 루이비통의 패션쇼에 참석한 것으로

느끼게 하기 위해 전시공간에 런웨이를 만들어 놓기도

하고 컬렉션 영상과 루이비통의 제품 제작과정 영상 등

을 보여주어 관람자의 시청각적 경험을 극대화한다. <Fig.

8>에서 루이비통은 전시를 위한 영상을 별도로 제작하

여 스크린을 통해 관람객의 간접 경험을 유도한다.

루이비통은 2015년 파리 그랑 팔레(Grand Palais)에서

‘Volez, Voguez, Voyagez’ 전시를 시작하여 도쿄, 서울,

뉴욕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 순회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Fig. 9>는 2016년 도쿄에서 열린 전시로 1854년부터

시작된 루이비통 메종의 여정을 10개의 섹션과 더불어

가부키(kabuki)로 유명한 일본의 전통무용과 다도문화

를 알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함으로써 방문자는

루이비통과 일본 사이의 유대관계를 가늠할 수 있다

(Boykins, 2016). 또한 전시기간 동안 루이비통 시티 가

이드 도쿄편 어플리케이션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

도록 하였다.

2017년 서울에서 진행된 샤넬(Chanel) 순회전시에서는

1913년부터 2017년까지 100여 년의 기간에 걸친 샤넬의

패션필름을 감상할 수 있도록 벽을 스크린 삼거나 전시

실 내부에 별도로 마련하여 영화관에 온 것처럼 온전히

브랜드의 감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전시 전

용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하여 모든 이가 무료로 다운로

드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Fig. 10>에서처럼 전시 티저

영상을 사전 제작 및 배포하여 전시어플리케이션을 홍

보하였다(Thoufeekh, 2017).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전시

회를 방문한 관람객에게는 전시를 보고 들으면서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전

시를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대리 방문과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다.

패션 관련 전시는 복식 위주의 전시와 홍보를 위한 두

가지 전시로 양분할 수 있는데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의

의상연구소(Costume Institute) 전시기획자였던 다이애

나 브릴랜드(Diana Vreeland)에 의해 1970년대 이후의 패

션전시는 블록버스터 형태의 전시가 주를 이루게 되었

다(Lee, 2011). 초기의 패션전시는 복식전시가 주를 이

루며 부수적인 용도로 패션필름을 활용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전시를 위한 패션필름을 따로 제작하거나 패

션필름 관람을 위한 공간을 전시실 내부에 마련하는 등

Fig. 8. Louis Vuitton, Series 2.

From ES DELVIN. (2015). https://esdevlin.com

Fig. 9. Louis Vuitton, “Volez, voguez, voyagez”.

From Retail Design Blog. (2016). http://retaildesignblo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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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강조하는 형태의 전시가 늘어나고 있다. 이처

럼 패션전시에 패션필름을 활용하는 이유는 공감각적

접근을 통해 전시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관

람객의 이해를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패션전시

에서는 전시주제에 맞는 패션필름을 별도로 제작하고

있으며 관객의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

여 다각적인 체험이 가능한 전시로 변모하고 있다.

3. 패션쇼

패션쇼에서도 1960년대 이후 퍼포먼스와 비주얼 스펙

터클(visual spectacle)이 핵심 요소로 자리잡게 되었다

(Nam & Kim, 2011). 그 이유는 제품이 내포하고 있는 이

미지가 중요해지면서 이미지를 소비하는 상황이 패션쇼

를 스펙터클한 장소로 만드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기 때

문이다. 더 나아가 패션쇼를 시각적 즐거움이 극대화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패션필름이 도입되었다.

패션필름이 패션쇼에 도입되기 시작했을 무렵에는 컬

렉션 객석 중간에 영사막을 설치하거나 벽쪽 스크린을

설치하여 주제에 걸맞은 이미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진

행되었다(Lee & Kim, 2011). 패션쇼의 보조 장치로서 패

션필름이 활용되어 왔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패션필름

은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되고 있다. 펜디(Fendi)는 2009년

F/W 컬렉션이 탄생하기 전 백스테이지 상황과 스태프의

분주하고 긴박한 움직임을 <Fig. 11>과 같이 영상으로

제작하여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하였다(Choi, 2009). 해

당 영상은 미국 TV 선댄스 채널을 통해 쇼 시작 전 36시

간의 이야기를 4부작 다큐멘터리로 제작하여 방영함과

동시에 패션쇼에서도 동일한 영상을 보여주었다(O'Re-

illy, 2009).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은 2010년 S/S 컬

렉션에서 캣워크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여 사전에 제

작한 이미지와 무대화면을 보여주었고 공식 홈페이지

를 통해 패션쇼를 생중계하여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개

방하였다. <Fig. 12>의 알렉산더 맥퀸의 패션쇼는 인터

넷에 생중계되어 패션의 대중화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된

계기가 되었다.

<Fig. 13>은 2011년 베이징에 버버리 플래그쉽 스토어

오픈을 축하하기 위해 개최된 패션쇼로 버버리는 해당

영상을 전세계 150여개 국으로 생중계하였다. 버버리는

사전 촬영된 패션필름을 보여주는 것으로 패션쇼를 대

체하였는데, 거대한 크기의 스크린, 사운드, 첨단기술을

결합하여 생동감있는 패션쇼를 완성하였다.

에르메네질도 제냐(Ermenegildo Zegna)는 2012년 제임

스 리마(James Lima) 감독과의 협업으로 <Fig. 14>의

LIVE-D 패션쇼를 제작하였다. 해당 패션쇼에서는 ‘Gr-

Fig. 10. Chanel, Mademoiselle privé teaser 2 (2017).

From Chanel. (2017). https://www.youtube.com

Fig. 11. Fendi, “The day before” (2009).

From Fendi. (2009). https://www.youtube.com



한국의류학회지 Vol. 42 No. 5, 2018

– 818 –

een Room’에서 촬영된 스크린 속 모델과 런웨이 모델이

함께 등장하여 가상성을 배가시켜 신선함을 부여하고,

가상의 3D 몰입형 쇼핑공간인 ‘Zegna In Store’도 함께

오픈하여 패션쇼와 스토어를 연결시키려는 새로운 시

도가 행해졌다(Schneier, 2012).

루이비통도 2018년 Menswear S/S 컬렉션을 공식 홈

페이지에서 생중계로 보여주었으며, <Fig. 15>의 구찌

(Gucci)는 2015년 Womenswear S/S 컬렉션을 브랜드 공

식 페이스북을 통한 홍보와 더불어 ‘GUCCICONNECT’

라는 패션쇼 관람 전용 페이지를 개설하여 온라인으로

생중계하였다. 패션쇼와 소비자의 구매 시기의 간격은 점

차 좁아지고 있으며, 이는 버버리의 ‘See Now Buy Now’

시도 이후 가속화되고 있다.

초기의 패션쇼에서 활용된 패션필름은 컬렉션의 배경

으로 활용되거나 패션쇼 전후에 배포하여 관람객의 호

기심을 불러일으키는 홍보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그러

나 현대사회의 패션쇼는 전통적인 개념의 패션쇼와 함

께 패션필름을 보여주거나 패션필름으로 패션쇼를 대체

하는 등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결합된 형태 및 완전히 디

지털화된 형태의 패션쇼로 변해가는 양상을 보인다. 이

Fig. 12. Alexander McQueen 2010 S/S.

From Alexander McQueen. (2010). https://www.youtube.com

Fig. 13. Burberry, Beijing flagship store fashion show (2011).

From CT SH. (2012). https://www.youtube.com

Fig. 14. Ermenegildo Zegna, Menswear 2011-12 A/W.

From Lima. (2011). https://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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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브랜드와 소비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변화시

켰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패션쇼는 그 자체로서 유

희이자 즐길거리인 자기목적적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패션필름의 확산경로 중 하나인 오프

라인 플랫폼에 초점을 맞추어 패션필름 플랫폼의 사례

및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물리적 공간을 기반으로 하

는 패션필름이 오프라인 플랫폼 사례로 패션플래그쉽

스토어, 패션전시, 패션쇼를 중심으로 각각의 특성을 파

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플래그쉽 스토어

는 상품의 구매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지만 패션필름을

매개체로 활용하여 소비자의 체험을 극대화시켜 브랜드

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소비지향적인 공간인 패

션플래그쉽 스토어가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가치를 공유

하는 장소로 변모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궁극적으로 패

션플래그쉽 스토어라는 공간, 이미지로 표현된 상품, 브

랜드 아이덴티티, 소비자를 하나로 결합하여 브랜드 광

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둘째, 패션전시에서는 초기

복식 위주로 전시되거나 패션필름을 부수적인 용도로

활용했던 것에서 벗어나 패션필름 관람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등 전시기획에 있어 패션필름이 주요

한 요소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공감각적인 접근방

식은 관람객이 전시 주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관객의 다각적인 경험이 가능한 체험형 공간으

로 변화시킨다. 셋째, 패션필름이 오프라인 플랫폼에 본

격적으로 활용된 것은 패션쇼에서 배경화면으로 사용

되거나 백스테이지와 같은 준비과정을 등을 보여주기 시

작하면서부터이다. 현대사회로 접어들며 점차 패션쇼의

개념과 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패션필름은 패션쇼와 함

께 제시되거나 패션필름이 패션쇼를 대체하는 등 아날

로그와 디지털의 결합 또는 완전히 디지털화된 형태의

패션쇼로 변하는 양상을 보인다.

패션필름 플랫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패션필

름 플랫폼은 영화관이나 극장과 같은 일종의 문화소비

가 가능한 공간으로서 자기목적적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었다. 더불어 오프라인 플랫폼의 활용은 온라인과 오

프라인 플랫폼의 결합을 통해서 일관된 브랜드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플랫폼은 상호보완적인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패션필름은 시대를 선도하는 브랜드 이미지 창출

과 더불어 소비자 사이에서 브랜드가 회자되는 구전효

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연유로 말미암아 2000년

이후 패션브랜드에서는 양질의 패션필름을 꾸준히 제작

하고 있으며, 이를 창의적인 방식으로 제시하기 위해 오

프라인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궁극

적으로 패션브랜드가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는데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오프라인 플랫폼은 소비자와 밀

접한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패션브랜드의 전략적인

마케팅을 구현하는 장소이자 이미지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세태를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패션필름은 패션플래그쉽 스토어, 패션전시, 패션쇼

외 타 플랫폼을 통하여 활용되는 등 그 범위는 점차 증

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오프라인 플

랫폼 중 세 가지의 사례로 범위를 한정하여 살펴본 점이

연구의 한계점으로 남는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플랫

폼의 범위를 넓혀 온 ·오프라인, 모바일 등을 결합한 브

랜드의 옴니채널 서비스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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