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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세기 뉴미디어의 확산과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이미지가 폭발적으로 양산되고 있다. 현 인의 일상

생활 곳곳에 깊숙이 뿌리내린 이미지는 의사소통의 

매개체이자 사회적 메시지를 도출하고 전달하는 역

할을 한다. 이미지는 중의 삶 속에 자연스레 흡수되

고 일상화됨으로써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고 타인과 

공유되는 등 적극적인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

로 활용되고 있다(Yang, 2016). 이러한 이미지의 특성

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소셜 네트워크 공간으

로, 인스타그램(Instagram)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는 새

로운 형태의 소통 창구가 되었다.

소셜 네트워크 공간에서 부유(浮遊)하는 이미지는 

패션브랜드 또는 정보제공자에게 물리적인 공간없이 

소비자와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작용하는 반면 

소비자는 오감을 자극하는 직접적인 경험이 결여된 스

크린의 한계를 경험한다. 이와 같은 소비자의 욕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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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감각적인 이미지 생산과 더불어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가 요구된다. 

최근에는 영상을 통한 제품 정보와 이미지 형성 및 전

달이 하나의 홍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패션필름은 

시간의 흐름 로 이미지를 영상화하여 보여줄 수 있

는 장치로서 시공간의 제한과 물질성의 경계를 뛰어

넘는 경험을 제공한다. 움직임이 가미된 패션필름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분위기나 스토리텔링을 감각적으

로 제시하는데도 효과적이다(Kwon & Yim, 2016). 이러

한 특성을 바탕으로 패션필름을 정의하자면 소비자와

의 상호작용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영상

물로서 패션브랜드 또는 패션브랜드로부터 위탁 받은 

제작자에 의해 만들어지며, 패션을 주제로 한 캠페인, 

튜토리얼, 단편영화, 패션쇼 영상 등  다양한 형태를 포

함한다. 유튜브(YouTube)와 같은 영상 기반의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패션필름이 제공하는 다채로

운 이미지는 현재의 문화 양태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영화 이론가인 막스(Marks)는 시각적인 것으로부터 

감각이 발현될 수 있는 햅틱시각(haptic visuality)을 제

시하였고(Marks, 2000), 스멜릭(Smelik)도 물체의 촉각

성이 강조될 때 햅틱경험(haptic experiences)이 형성된

다고 하며(Bruggeman & Van de Peer, 2016) 다감각적인 

경험에 해 논하였다. 또한 Kim and Shin(2014)은 소

비자에게 제품이 시각적인 자극과 함께 타 감각이 공

감각적으로 제공될 때 해당 제품에 한 이해와 더불어 

소유욕을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패션필름은 영상의 재생과 함께 관람자의 시각과 청각 

등 다감각적인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데, 소비자의 지각

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시청각과 더불어 촉각적인 요소

를 내포한 패션필름은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이 될 수 있

는 미디어로서의 조건을 충족한다(Kwon & Yim, 2018).

관람자가 패션필름을 보고 실질적으로 촉각을 경

험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패션브랜드에서는 마치 

관람자가 직접 촉각적 경험을 하는 것 같은 촉지각(觸
知覺)을 유발하는 패션필름을 제작하고 있다. 촉지각

은 직접적인 접촉이 부재하더라도 시청각적 자극을 

통해 감각적 경험을 환기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Kim 

and Song(2016)은 소비자의 구매 패턴이 모바일과 같

은 시각 중심의 디바이스로 변화함에 따라 피부가 아

닌 눈으로 만지는 촉지각의 지각방식이 중요하게 여

겨지기 때문이라고 언급하며, 시각과 촉각을 함께 제

시했을 때 비로소 제품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다중감각을 필요로 하는 패션필름은 

시각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이 점차 증 되고 있

는 이미지 중심 사회의 일부분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새로운 의사소통 문화를 창조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다(Lee, 2014).

이처럼 패션필름은 시각과 청각에서 나아가 촉각

의 범위까지 포용하며 다중감각 환경을 형성하고 있

다. 패션필름이 인간의 감각환경을 다층적으로 변화

시킬 수 있는 요소들 중 하나로서 인식됨에 따라 우리

가 경험할 수 있는 감각의 범위도 확장될 것으로 사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패션필름이라는 미디어가 

어떻게 우리의 감각기관을 매개로 하여 세상을 지각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지 패션필름의 감각적인 

요인 중 촉지각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인간

의 감각을 활용한 지각방식은 인간의 소통방식에 영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당시 공유되는 문화 형태를 파

악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이다(Park, 2016). 나아가 패

션필름이 브랜드의 이윤을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서

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감각적인 측면을 

충족시켜 현재 향유되고 있는 소통방식 및 문화 형태

를 반영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역할하고 있음

을 입증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인간의 감각과 영상물을 기반으로 한 감

각적 경험에 한 문헌연구와 촉지각적 요인을 내포

하고 있는 패션필름의 사례를 분석하는 실증연구를 

병행하여 패션필름의 촉지각적 요인을 유형화하고 

그에 따른 세부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실증연구

의 사례는 패션필름 전문 사이트인 쇼스튜디오(SHOW-

studio)와 유튜브에서 추출한다. 쇼스튜디오는 The We-

bby Awards에서 2003년과 2012년 Best Fashion Website

로 선정되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을 인정받은 

바 있으며(“The Webby Awards Gallery”, 2003, 2012), 유

튜브의 경우 세계 최 의 영상 공유 플랫폼으로서 탄

탄한 지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유튜브는 브랜드에

서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제도

적 장치를 구축하고 있어 브랜드의 공식 홈페이지에 

업로드 된 것과 동일한 영상을 수집할 수 있다.

연구의 특성상 정성분석(qualitative analysis, 定性
分析)의 형태를 차용하고, 사례분석에 활용된 패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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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 중 주요한 장면이 등장하는 순간을 포착한다. 또한 

III장에서 실증연구의 사례로 활용한 패션필름은 시

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상황을 전체적으로 살펴

보는 것은 무리가 있는 관계로 각 유형별 특징을 극

화하여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을 선정하여 분석에 활용

하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는 패션필름이 최초로 쇼스

튜디오라는 플랫폼을 통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

작한 시점인 2000년부터 2018년 사이에 제작된 패션

필름을 상으로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감각의 범위

본 연구에서 패션필름의 촉지각적 요소를 분석하

기 위해서는 감각에 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바, 

우선 감각에 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감각

이란 신체의 내⋅외부로부터의 자극을 통한 느낌과 

정서를 받아들이는 에너지를 의미하며, 감각의 수용

단계를 거쳐 인간의 뇌가 어떤 자극인지 파악하게 되

는 것을 지각이라고 한다. 감각의 종류는 외부로부터의 

에너지를 수용하는 신체기관을 기준으로 시각(vision), 

청각(audition), 후각(olfaction), 미각(gestation), 촉각(tac- 

tile sensation) 총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Kang, 

2015).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감(五感)이라 일컫

는 것으로, 이 외에도 세부적인 분류기준 또는 연구자

에 따라 다르게 분류될 수 있다.

Goldstein(1996/2004)과 Shaffer(2002/2005)는 신체

가 감지하는 에너지를 기준으로 시각, 청각, 화학물질 

감각(미각/후각), 체성감각(촉각, 운동감각)으로 분류

하였으며, Fisher et al.(1991), Ayres(1985), Sage(1984)는 

외부 에너지의 수용 여부에 따라 외향성 감각(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과 내향성 감각(고유수용성 감

각, 전정감각) 총 일곱 가지로 분류하기도 했다. Sherr-

ington(as cited in Kim, 2011)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압각, 온각, 냉각, 통각으로 구성된 외부수용감

각과 운동감각, 평형감각의 자기수용감각, 내부수용

감각인 내장감각으로 구분하였다. 그 중에서도 셰링

턴(Sherrington)의 감각분류는 개별적인 감각 자체에 

한 중요성을 논하기보다 각 감각이 맺고 있는 관계

와 감각의 구성 메커니즘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Kim, 

2011).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감각은 신체피

부를 통해 느끼는 감각뿐만 아니라 복식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감각 등 외부 자극에 의한 감각적 경험을 이야

기하고 있으므로 셰링턴의 분류기준을 따르고자 한다.

오랫동안 시각은 가장 중요한 감각으로 인식되었

는데, 이는 인간의 감각기관 중 70%가량의 정보를 처

리하기 때문이다(Yamamoto, 2001/2002). 시각은 눈의 

망막과 시신경을 통해 특정 사물의 외형과 더불어 

상의 위치 및 움직임까지 파악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Kang, 2015).

청각은 사물의 진동에 의해 발생하는 공기 압력의 

변화를 전기 신호로 전환하여 소리라는 청각 정보를 

인지하는데 음량(loudness), 음높이(pitch), 음색(tone)

으로 청각적 정보가 구성된다(Kang, 2015). 인간이 듣

는 것은 1초당 20∼20,000번의 진동 파장으로 이루어

진 구체적인 소리이다. 이러한 소리를 통해 우리는 특

정 사물의 크기와 같은 물리적 특징 등을 파악할 수 있

다(Schönhammer, 2013/2014).

후각은 외부의 자극을 가장 빠르고 직접적으로 인

식할 수 있는 감각기관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강한 외

부 자극에 압도되기도 한다(Soesman, 2007/2016). 또

한 외부 자극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냄새에 즉

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후각의 특징이다. 인간의 코

는 350여 개의 후각 수용기로 1만 가지가 넘는 냄새를 

구별할 수 있다(Henshaw, 2012/2015).

미각은 혀의 표면에 위치한 미뢰(味蕾)를 통해 짠

맛, 신맛, 단맛, 쓴맛 등 다양한 맛을 감지할 수 있으며, 

혀의 부위에 따라 각각의 맛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맛

을 느끼는 미각은 단독으로 작용하는 감각기관이라

고 보기 어려우며, 후각과 함께 다양한 말단 신경의 화학

작용을 통해 맛을 감지한다(Henshaw, 2012/2015).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는 물리적인 접촉을 통

해 경험이 가능한 감각으로서 촉각을 인간이 느낄 수 있

는 기본적인 감각으로 보았다(Smith, 2007/2010). 인간

은 사물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몸의 경계 또는 사

물을 인식하는데 이는 다른 감각기관과 구별되는 촉

각의 고유한 특성이다(Swindells & Almond, 2016). 나

아가 Ackerman et al.(2010)은 촉각이 인간의 판단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촉

각이 인간의 감정과 판단 사이에 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우리의 피부 표면에는 온점과 냉점이 존재하는데, 

온/냉점은 특정한 물체나 공간을 채우고 있는 열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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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반응한다. 사람의 체온은 36.5oC로 주위 환경

과의 온도차가 미미할 경우에는 특별히 따뜻하거나 

추운 느낌을 받지 못하나, 해당 영역을 벗어나면 열감

각이 작용하여 체온과의 온도차를 느끼게 되며 온/냉

각(thermoception) 감각기관이 활성화된다. 온도 변화

에 따라 인간이 느끼는 감각의 정도는 노출된 피부 면

적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강한 열기 또는 냉기는 통증

을 유발한다. 

통증은 뜨거움과 차가움에 의한 온도차 또는 다양

한 자극물에 의해 유발되는데 이러한 통증 감각, 즉 통

각(nociception)은 개인차가 존재하는 감각이기도 하

다. 온/냉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매우 뜨겁거나 차

가울 경우 이는 통증으로 감지되며 이는 통각의 일종

으로 분류된다. 쾌감과 통감을 구분 짓는 차이는 피부

로 느끼는 압감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이해할 수 있

는데 일정한 압력, 강도, 지속 시간 등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인지된다(Montagu, 1971/2017).

사람의 몸에는 총 50만 개의 압점이 존재하는데, 이

는 피부가 왜곡되거나 변형되는 물리적 변화를 일으

키는 압각(pressure sensation)을 유발한다. 파치니소

체(paciniancorpuscle)는 뇌에 압감을 전달하는 압력 

수용기로서 인간의 피부 조직 또는 심부 등에 존재하

며 압각을 느끼도록 한다(Kim & Shin, 2014). 

2. 복식의 촉지각

클레(Klee)와 그로피우스(Gropius)와 같은 독일 예

술가들은 일찍이 촉각의 중요성에 해 언급하였다

(Kim, 2011). 인간은 촉각을 통해 육체적 안정감을 도

모하고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생존 본능이 강해 신체

를 안정적으로 감싸는 것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피복

동물이라 할 수 있다(Soesman, 2007/2016).

제2의 피부로 일컬어지는 의복으로부터 유발되는 

촉각적인 느낌은 착용자나 이를 보는 사람에게 만져

보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이는 직접 소재를 만

지고 느끼는 실제적인 감각에도 영향을 미치는데(Sc-

hönhammer, 2013/2014), 소재의 표면 및 질감을 통해 

온각과 냉각, 압각, 통각과 같은 촉지각을 경험할 수 

있다. Sherrington(as cited in Kim, 2011)은 신체 외부에

서 발생한 자극이 감각정보로 치환되는 것을 외부수

용감각으로 정리하였다. 이는 직접적인 경험에 의한 

오감과 복식을 착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감각이 포함

된다. 복식이 신체에 직접 닿음으로써 느낄 수 있는 촉

각적 경험은 사물이 가진 온도감 즉 온/냉각을 통해서

도 전달될 수 있으며, 신체에 가해지는 물리적 강도에 

의해 압각과 통각까지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내장

감각, 운동감각, 전정감각 등의 분류기준은 복식을 통

해 경험할 수 있는 감각을 포괄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셰링턴의 기준에 근거하여 복식에

서의 촉지각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는 의복이 피부에 닿을 때 촉각을 분명하게 느

낄 수 있는데, 피부 표면에 물체가 닿는 순간 온도감각

이 작용하여 온랭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소재의 

표면 온도가 체온보다 낮을 경우에는 차가움을 느끼게 

되고, 체온보다 높을 경우 따뜻함을 느낀다. 피부와의 

직접 접촉을 통한 복식의 온랭감은 온열 자극의 강도, 

접촉 면적, 접촉압, 접촉 시간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변화한다(Saito & Nomiyama, 2009/2013). 또한 양모처

럼 소재의 표면 상태가 오돌토돌한 천을 만지거나 입

었을 경우 따뜻한 느낌을 받는 반면 견이나 합성섬유

처럼 표면이 매끄러운 천에 닿을 경우에는 차가운 느

낌을 받는다.

압각은 외부의 힘을 육체에 가해 피부가 변형되는 

물리적 변화를 유발하는 감각이다. 복식에서의 압각

은 목적에 따라 기능적인 결과물을 생산해내기도 하

는데 그것이 바로 컴프레션 의복(compression wear)이

다. 컴프레션 의복은 착용자의 혈류 증가 및 피로도 감

소 및 운동 퍼포먼스 효과 증진이라는 기능적이면서

도 운동역학적 측면을 고려한 기능복으로 착용목적

에 부합하는 적절한 신체압력을 통해 신체에 안전성

을 부여한다(Lee et al., 2015). 이처럼 제작목적에 걸맞

은 의복압은 신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Saito & 

Nomiyama, 2009/2013).

복식에서의 통각을 보여주는 표적인 사례로 하

이힐을 꼽을 수 있는데, 하이힐은 여성의 각선미를 부

각시키고 다리 라인을 매끄럽게 보이게 하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하이힐의 특성상 뾰족하고 좁은 신발 앞

부분과 높은 굽은 발을 혹사시킨다. 오랫동안 하이힐

을 신은 여성의 발 모양은 기형적인 형태로 바뀌고 발

가락은 앞코의 좁은 공간 안에서 구부러지고 휘어진 

채로 발 모양이 굳어진다. 하이힐처럼 통증을 동반하

는 감각과 달리 간지러움도 통각에 포함될 수 있다

(Kim & Shin, 2014). 간지러움은 솜털과 같이 미세하

고 부드러운 재질에 의해 유발되는데 깃털로 장식된 



한국의류학회지 Vol. 43 No. 4, 2019

– 478 –

복식이 몸에 닿거나 목도리를 착용했을 때 목에 느껴

지는 간지러운 느낌도 통각의 범주에 포함된다.

이렇듯 우리는 복식으로부터 유발되는 다양한 감

촉을 경험할 수 있는데, 특정 소재를 보는 것만으로도 

그 소재가 가지는 특성을 떠올릴 수 있다. 이처럼 피부 

접촉이 이루어지기 전 시각적 요인만으로 촉각이나 

청각 등의 타 감각을 불러일으켜 상을 복합적으로 

지각하는 것을 촉지각이라 한다(Cho, 2015).

촉지각에 관한 명칭은 국내⋅외 연구자에 따라 다

르게 사용되고 있다. 촉지각과 관련된 표적인 용어

로 촉각, 촉감(touch), 시각적 촉각(visual tactility), 촉

각적 시각(tactile visuality), 햅틱(haptic) 등이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촉지각이 의미하

는 바를 명확히 하기 위해 촉지각의 근간이 되는 촉각

과 촉각적 경험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촉각은 피부로 직접 경험하는 감각 경험을 의

미하는 것으로 인간의 몸 속에 존재하는 감각적을 통

해 지각하는 감각을 의미한다. 이와 달리 촉지각은 자

신의 경험이나 기억을 환기시켜 마치 경험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가리키며, 물리적 접촉없이 과거 경험에 

의해 자신이 알고 있는 촉감을 상기시키는 햅틱과 유

사하다. 이를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촉지각과 햅틱은 매우 유사한 개념으로 ‘haptic’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견해 및 번역체가 뒤얽

혀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내용의 

명확성을 확립하기 위해 ‘haptic’을 촉지각으로 번역

하여 사용하고, 촉지각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조작적 

정의하고자 한다. 촉지각은 시각적 자극물을 보며 마

치 피부 표면으로 느끼는 것 같은 기억을 환기시키는 

감각적 경험이다. 이는 직접적인 피부 접촉이 없더라

도 개인의 기억 속에 축적되어 있는 촉각적 경험을 상

기시킬 수 있다.

촉각은 어떤 사물이 피부에 닿음으로써 느껴지는 수

동적인 피부 표면감각인 반면 촉지각은 표면감각과 고

유감각이 어우러진 상태에서 사물을 능동적으로 파악

하고 탐색하는 감각이다(Schönhammer, 2013/2014). 촉

지각은 리글(Riegl), 벤야민(Benjamin), 들뢰즈(Deleu-

ze), 막스에 이르기까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지속적

으로 논의되어 왔다. 리글과 벤야민이 촉각의 개념을 

촉지각으로 확장시키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

다(Cho, 2015). 특히 리글은 인간의 눈이 시각적인 기능

과 더불어 촉각적인 기능도 포함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haptic’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

용하였는데, ‘보다’라는 시각적 의미와 ‘만지다’라는 

촉각적 의미를 담고 있는 ‘haptic’은 시각과 촉각이라

는 두 가지의 감각이 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과 

촉각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감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Cho, 2015). 들뢰즈도 시각과 촉각을 립관계에 

두지 않았으며 시각이 다른 감각에 전이되어 촉각적으

로 수용하게 되는 것을 촉지각으로 이야기하며 촉각

과 촉지각을 명확히 구분하였다(Cho, 2015). 시각을 통

해 본 것을 촉각적으로 이해하거나 청각을 통해 들은 

것을 촉각으로 느끼는 감각의 교감에 해 맥루한(Mc-

Luhan)은 각 감각들이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

을 언급한 바 있다(McLuhan & Fiore, 2001). 또한 촉각

은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것과 더불어 내면으로부터 

환기되는 것까지도 포함한다고 하였다(Moon & Choi, 

2014). 막스는 The Skin of the Film에서 감각에 한 

기억을 바탕으로 타인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음을 주

창하였다(Marks, 2000). 그 밖에도 몬테규(Montagu)는 

촉지각을 촉각의 확장개념으로 규정하였고, 카츠(Katz)

도 개인이 과거에 경험했던 기억을 바탕으로 촉각적 

상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며 이를 기억촉각

이라 명명하였다(Schönhammer, 2013/2014). 이처럼 자

신의 기억을 바탕으로 사고한다는 것은 접촉 즉, 터치

라는 실제적인 감각경험을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터치를 기억하고 상상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3. 막스(Marks)의 촉지각

촉지각에 관한 다양한 학자들의 연구가 지속되어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영화를 상으로 촉지각을 다

루는 막스의 관점을 패션필름의 촉지각 요소를 도출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로 삼는다. Marks(2000, 2002, 2015)

Tactile sensation Haptic

Senses felt through direct contact and perceivable through sen- 
sory spots (touch spot, cold point, warm spot, pressure point and 
pain spot) spreading on the surface of the skin

Recognition of a feeling similar to tactile experience of his own 
feeling or experience through visual material; sensorial experi- 
ence close to touching or virtual touching

Table 1. Operational definition of tactile sensation and hap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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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호문화적 관점에서 미디어 아트에 해 연구해오

고 있으며, 영화를 매개로 촉지각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막스는 촉지각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세 권의 

저서에서 명확히 드러낸다(Marks, 2000, 2002, 2015).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내용은 관람자에게 주어진 시각

적 자극이 촉각과 같은 감각을 깨워 인간이 가진 촉지

각을 발화시킨다는 것인데, 막스는 이를 체화된 관객

성(embodied spectatorship)으로 표현한다(Marks, 2000, 

2002, 2015).

Marks(2000)는 영화를 매개로 하여 시각에 의해 타 

감각을 활성화시킬 수 있음에 해 이야기한다. 영상

에 등장하는 촉각적인 상황을 보고 개인이 축적해 둔 

감각의 데이터를 꺼내 자신을 감각적인 상황에 두는 

것이다. 영화나 비디오 작품들은 관람자의 감각기억을 

연상시키는데, 이는 직접적인 감각경험이 부재하더라

도 타인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촉지각이 유발될 수 

있다. 해당 저서에서 Marks(2000)는 시각도 느낄 수 있

으며, 관람자와 상 사이의 시각적인 접촉을 통해 영

화가 나타내려는 의미를 전달받을 수 있다고 언급한

다. 영화는 시각 중심의 미디어로서 최소한의 언어적 

기능을 필요로 하며, 단지 보여주는 것만으로 모든 상

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때, 인간의 모든 감

각은 영화적인 경험을 구현하기 위해 함께 작동한다. 

그 결과 Marks(2000)는 사람들이 눈으로 영화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눈으로 영화를 만져볼 수 있다고 하며, 

이를 햅틱시각이라고 칭한다.

영화에서의 감각적 경험은 해당 주제와 개념에 

해 촉지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Hunt, 2018). 

Marks(2002)는 특정 상을 실제로 만지지 않더라도 

마치 만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촉지각에 해 설

명한다. Marks(2002)는 시각적인 것보다 촉각적인 경

험이 영화와 같은 미디어 아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이는 현존하는 영화이론에서 찾아볼 

수 없는 미디어의 의미전달방식에 해 이야기하고 있

으며, 다양한 문화가 섞인 영화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서 감각을 이용한다. 여기서 중요하게 다뤄져

야 하는 개념으로 공감각(synesthesia)이 등장한다. 타

인의 경험을 온전히 공유하기 위해서는 촉각과 함께 

타 감각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비로소 이해의 폭이 넓

어질 수 있다(Marks, 2002). 나아가 개인이 가진 경험을 

더하여 새롭게 재구성함으로써 경험의 깊이를 확장

시킬 수 있다.

Marks(2015)에 따르면 촉지각적 이미지와 촉지각적 

심상이 주체와 상 사이에 친 한 관계를 형성함과 

동시에 촉지각은 보이는 것(viewed)과 이미지를 보는 

사람(viewer)을 결합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였다. 즉 

보는 이의 감각적 경험 속에 이미지를 위치시켜 하나

로 동화시키는 것이다. Marks(2015)가 말하길 디지털 미

디어는 촉지각적인 측면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하며, 

감각적 경험을 유발하는 요인을 다섯 가지로 정리하였

다. 8mm 카메라 필름의 거칠고 선명하지 않은 화면

(graininess), 해상도를 일부러 감소시켜 초점을 부드럽

게 하는 연초점(soft focus), 화면을 흐릿하게 하는 블러 

효과(blur), 클로즈업샷(close-up shots), 디테일을 확

하여 화면을 꽉 채우는 기법과 같은 다양한 화면 구성

요소 등의 특성은 촉지각적 이미지를 구성하는 관습적 

요소가 되었음을 언급하였다(Marks, 2015). 촉지각적 

요소로 구성된 이미지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미

지가 실체화된 것 같은 느낌과 자신이 해당 이미지의 

상황을 직접 겪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Marks, 2015).

촉지각에 한 막스의 주장은 시각적 자극을 주어 

관람자의 감각을 일깨울 수 있다는 것이다. 촉지각적

인 감각경험은 체화된 관객성에 의해 구현될 수 있는

데, 이는 관람자가 사전에 경험했던 기억을 바탕으로 

재구성된다. 경험의 주체가 타인일지라도 마치 자신

이 경험하는 것처럼 개인의 기억을 입하여 내재화

한다. 막스가 언급하는 촉지각적 경험은 기억에 의존

하여 발생하는 것과 더불어 패션필름 제작기법에 의

해서도 느껴진다. 막스가 언급한 다섯 가지의 기법이 

패션필름 제작과정 또는 제작 후 편집과정에 더해짐

으로써 촉지각이 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촉지각 경험 유발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막스의 관점을 바탕으로 III장의 사례를 분석하

고자 한다. 막스의 논조를 정리하면 기억에 의존하는 

촉지각은 영상제작기술에 바탕을 둔 촉지각으로 나

눌 수 있다. 첫째, 기억에 의존하는 촉지각은 III장의 기

억연상에 의한 공감각과 타인의 감각경험에 감정을 이

입하는 촉지각 사례분석을 위한 틀로 활용한다. 둘째, 

영상제작기술에 바탕을 둔 촉지각은 영상촬영 및 화

면기법에 따른 분석틀로 삼고자 한다.

III. 패션필름의촉지각적요인

촉지각적 경험은 실제 피부로 느끼는 촉각적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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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닌 만질 수 있을 것 같거나, 실제로 만지는 것 같

은 경험의 확장을 일컫는다(Lee, 2015). 특정 소재에 

한 촉지각적 경험은 사용자가 해당 소재를 직접 접

해본 경험이 있을 때, 과거 자신의 몸에 체화된 기억을 

바탕으로 현재의 경험이 더해져 재구성된다.

촉지각을 유발하는 표적인 시각적 요인은 질감

(texture), 형태(form), 색채(color)로 나눌 수 있다. 질감

은 재질감이라고도 하는데 요철을 비롯하여 촉각적

으로 느낄 수 있는 거의 모든 감각을 의미하는 것으로 

까칠한 느낌이나 부드러움과 같은 측면을 가리키며, 

형태는 크기나 비례로 무겁고 가벼움에 관한 감각을 

불러일으키며, 색채는 색의 3요소를 바탕으로 따뜻함

이나 차가움과 같은 감성적이고 정서적인 부분을 연

상시킨다(Kim & Song, 2016). 이에 시각적인 요소가 

두드러지는 패션필름이 인간의 촉지각을 불러일으키

는 요인에 해 살펴보고자 하며, Sherrington(as cited 

in Kim, 2011)의 외부수용감각 중 직접적인 피부 접촉 

및 피부 전반에 걸친 감각에 의존하는 촉각, 압각, 온

각, 냉각, 통각을 바탕으로 패션필름의 촉지각적 요인

을 파악하고자 한다. 세 가지의 촉지각 발생 요인에 

해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상촬영요소 중 하나인 샷의 크기는 화면 속 

피사체와의 거리에 따라 구분되는데, 피사체를 가까

이 포착할수록 촉지각이 활성화될 수 있다. 둘째, 공

감각적인 접근으로도 관람자의 촉지각을 유발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시각과 청각, 시각과 촉각 등 두 가

지의 감각을 활용하여 관람자의 감각을 깨우거나, 영

상 속 장면에서 신체의 특정 부위에 가해진 자극을 보

며 마치 자신이 경험하는 것처럼 느끼는 주관적인 형

태의 공감각도 포함된다. 셋째, 불명확한 화면 또는 

분할된 장면 등의 다채로운 영상화면기법을 통해서

도 관람자의 촉지각을 발현시킬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사례에 해 심도 있게 살펴보겠다.

1. 영상촬영요소: 샷의 크기

패션필름의 촉지각적 경험은 직접적으로 소재를 드

러내지는 않으나 소재의 감촉을 떠올릴 수 있는 분위

기의 영상물을 제작하여 소재의 촉감을 전달함으로

써 간접적 경험을 유도한다. 일반적으로 영상촬영요

소는 샷의 크기, 렌즈의 크기, 조명의 채광 방향, 조명

의 명암 비율, 색온도, 피사계 심도, 카메라 앵글, 구도 

등 영상촬영에 사용되는 요소 전반을 아우른다(Choi, 

2013). 즉 영상촬영요소는 영상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는 요소이다. 누가 어떤 촬영요소를 접목하는

가에 따라 동일한 이미지를 가지고도 각기 다른 분위

기의 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Kim, 2014). 그러나 본 연

구는 촉지각을 유발하는 패션필름의 영상촬영요소에 

관해 살펴보는 것이기에 Kim(2014)의 관람자의 촉지

각에 영향을 주는 영상촬영기법 선행연구를 토 로 

촉지각을 유발하는 영상촬영기법이 적용된 패션필름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Kim(2014)은 샷의 크기(풀샷, 미디엄샷, 클로즈업

샷), 조명의 채광 방향(정면, 측면, 배면, 하부), 색온도

(1800°K, 3200°K, 5500°K)에 의해 관람자의 촉지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조명의 채광 방

향과 색온도는 촬영 당시 사용된 조명의 종류 및 구도

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고, 전문적인 영상장비를 

필요로 하기에 본 연구의 영상촬영요소에서는 배제

한다. 이에 샷의 크기를 풀샷, 미디엄샷, 클로즈업샷

으로 세분화하여 패션필름의 촉지각적 요인에 해 

분석한다. 샷의 크기에 따른 촉지각의 영향을 면 히 

파악하기 위해 한 편의 영상에서 동일 아이템이 각기 

다른 샷으로 촬영된 패션필름을 상으로 삼았다.

영상촬영요소 중 클로즈업이나 줌인(zoom-in) 등

의 기법은 영상 내에서 욕망의 상을 특정하는데 효

과적이다(Nho & Lee, 2013). <Fig. 1>은 프라다(Prada)

의 패션필름 장면 중 일부를 캡쳐한 것인데, 한정된 크

기의 스크린 안에서 퍼(fur) 코트가 점차 줌인되는 상

황은 남성 테라피스트(therapist)에게 퍼 코트가 욕망

의 상이 되었음을 암시한다. 영상 초반에는 내담자

인 여성이 퍼 코트를 입고 등장하지만, 마지막에는 남

성 테라피스트가 퍼 코트에 매료되어 직접 입어보는 

장면으로 끝맺는다. 이 과정에서 퍼 코트는 지속적으

로 클로즈업되고, 영상을 보는 사람은 남성의 욕망을 

함께 공유하려는 시도가 행해질 수 있다. 관람자는 직

접적으로 오감을 경험하지 않더라도 이미지 또는 영

상물 같은 시각적 자극물 속 상황이나 상에 감정을 이

입하여 자신의 감각을 강화시키고자 하기 때문이다.

영상 초반에 내담자가 입고 등장하는 장면은 풀샷

으로 처리되어 퍼 코트임을 가늠할 수는 있지만, 촉지

각을 느끼기에는 퍼 소재가 갖는 물리적 특성을 명확

히 파악하기가 어렵다. 반면에 상담자인 테라피스트

가 퍼 코트에 시선을 빼앗겨 직접 입은 모습인 미디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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샷의 장면에서 비로소 우리는 퍼 소재가 주는 따뜻한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다. 특히 전체적인 퍼 코트의 단

모(短毛)와 함께 그와 비되는 목부분의 장모(長毛)

가 주는 느낌도 비교해볼 수 있다. 퍼 소재가 주는 따

뜻한 느낌과 더불어 명도가 낮은 단모는 무게감과 함

께 거칠거칠한 촉감을 연상시키는 반면 명도가 높은 

장모는 가볍고 부드러운 촉지각을 유발한다. 클로즈

업샷 장면에서 창문으로 들어온 햇빛에 반사된 부분

의 퍼는 깃털처럼 가벼운 느낌을 배가시키며, 털이 바

람에 흩날리는 장면은 살갗 위의 솜털이 살랑거리는 

모습을 연상시킨다.

<Fig. 2>는 버버리(Burberry)가 빌리 엘리어트(Billy 

Elliot)의 1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한 패션필름이

다. 골드빛으로 가득찬 배경은 난색계열의 골드가 가

진 호화롭고 화려한 색채 이미지를 통해 전반적으로 

따뜻한 분위기를 전달한다. <Fig. 2>의 영상에서는 등

장하는 모든 이가 행복한 표정으로 점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영화 ‘빌리 엘리어트’의 마지막 장면

에서 훌륭한 발레리노로 성장한 엘리어트가 무  위

에서 멋지게 점프하는 장면과 오버랩된다. 특히 화려

한 골드빛 배경 앞에서 높이 점프하는 역동적인 모습

은 꿈을 향한 도전과 그 꿈을 이룬 영화 속 결말을 떠

올리게 한다. <Fig. 2>에서 풀샷으로 등장한 모델은 붉

은 색상의 드레스를 입고 있으며 드레스 위로 반짝이

는 장식을 가늠할 수 있으나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 등장인물의 상체를 미디엄샷

으로 확 한 장면에서 여성 모델이 드레스와 함께 버

버리 머플러를 두르고 있다. 미디엄샷 장면에서 드레

스나 머플러의 소재를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등장인

물이 가깝게 포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진행되

는 영상속도에 의해 단시간 내에 촉지각을 느끼는 것

은 쉽지 않다. <Fig. 2>의 클로즈업샷에서 배경 위에 

펼쳐진 골드빛의 동그란 폭죽 형태와 등장인물이 입

고 있는 의복의 아일렛(eyelet) 디테일이 형태적 통일감

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모델의 발에 꼭 

맞는 신발을 신은 모습에서 착화감을 상상할 수 있다. 

더불어 공중에 떠 있는 장면을 통해 날아갈 듯 가벼운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신발에 달린 태슬(tassel) 장식

이 휘날리는 모습과 모델의 경쾌한 움직임으로 인해 휘

날리는 의복의 모습은 소재의 가벼움을 배가시킨다.

<Fig. 3>은 초록이 만연한 덩굴식물이 드리워진 영

상의 배경을 통해 자연이 주는 편안한 분위기를 자아

낸다. 버버리의 ‘Art of the Trench’ 프로젝트 영상은 영

화, 디자인, 미디어, 패션, 음악,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

한 분야에 종사하는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트렌치코

트를 입고, 도시 곳곳을 누비며 그 장소가 담고 있는 

상징성과 트렌치코트의 역사를 조화롭게 표현하는 프

로젝트이다. <Fig. 3>에서 등장인물은 정면에 위치한 

Fig. 1. A therapy.
Reprinted from Prada (2012). https://www.youtube.com

Fig. 2. Celebrating 15 Years of Billy Elliot - Burberry Festive Film 2015.
Reprinted from Burberry (2015b). https://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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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앵글에서 풀샷으로 포착되어 담장풀 옆을 거

닐고 있다. 화면 가득 길게 뻗은 담장풀 배경은 자연적

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러나 트렌치코트의 형태나 

질감 등은 자세히 파악하기가 어려우며 이로 인한 촉

지각은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풀샷은 영상에 등장하

는 인물의 전신이 등장하는 것으로 배경의 세부적인 

묘사나 인물의 섬세한 감정 등을 표현하는 것은 어렵

기 때문이다. 풀샷과 달리 미디엄샷에 포착된 트렌치

코트는 형태와 컬러를 비교적 명확히 알아볼 수 있다. 

트렌치코트에 프린트 되어있는 꽃과 풀 문양은 모델

이 걷고 있는 공간과 절묘하게 어우러진다. 트렌치코

트의 소매 부분을 클로즈업샷으로 담은 세 번째 컷에

서는 프린트된 문양과 컬러를 통해 라벤더나 라일락 

등의 보랏빛 꽃을 유추할 수 있다.

이처럼 클로즈업샷은 사물에 가까이 접근하는 촬

영기법으로 피사체를 화면 가득 담아내는데, 강조하

고 싶은 인물의 표정이나 상황 및 사물을 확 하여 보

여줌으로써 극적인 연출효과를 획득할 수 있다. 이는 

시각적으로 명료함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화면 속 인

물의 동작이나 사물 등이 확 될수록 관람자의 몰입

도는 높아진다. 

프레이밍이나 클로즈업샷처럼 샷의 크기를 차용하

는 것은 관람자에게 감각적이고 체험적인 공간을 제

공함으로써 촉지각을 불러일으킨다(Park & Joh, 2013). 

특정 사물이나 장면을 크게 확 하는 것은 전체가 아

닌 부분에 집중하여 살펴보게 되는데, 이 때 관람자는 

확 된 피사체에 자신을 투영시키려는 시도가 이루어

지며 촉지각이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2. 공감각의 활용

Boltz(as cited in Shim, 2012)는 현 사회를 매체 의

존적 사회로 규정하며 공감각적인 지각에 해 주장

하였는데, 이를 받아들이는 수용자의 체험과 지각방

식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볼츠(Boltz)의 주장을 패

션필름에 적용시켜보면 공감각을 접목한 패션필름이 

관람자에게 어떻게 지각되고 체험되는가가 중요한 

화두가 될 수 있다. 관람자의 지각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패션필름의 촉지각을 살펴보고

자 할 때, 중심이 되는 감각은 촉각이라는 단일 감각이 

아니라 시각, 청각 등을 아우르는 공감각이다(Park, 

2016). 공감각은 시각이나 청각 등 한 가지 감각의 자

극이 다른 감각의 원인이 되는 비자발적인 경험을 의

미하는데, 직접적인 자극이 주어진 곳 이외의 신체부

분을 통해 직접 경험하는 것 또는 그와 동등한 경험을 

유발하는 것과 주관적인 감각에 의한 경험도 포함된

다. 일례로 소리를 통해 색을 느끼는 것 같은 경험은 

공감각의 범주로 볼 수 있다. 본 고에서는 특정 신체 

부위의 자극을 보며 자신이 해당 경험을 하는 것과 같

은 주관적인 형태의 공감각과 동시다발적으로 관람

자의 두 가지 감각이 발휘되는 공감각의 형태 두 가지

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기억연상에 의한 공감각

과거의 경험을 통해 지각된 공감각적 요소를 기억

하는 과정을 통해 영상을 보는 이의 감각은 더욱 선명

해질 수 있는데, 타인의 신체자극을 보며 자신이 동일

한 경험을 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기억연상에 의한 공감각의 사례인 <Fig. 4>에서 등장

인물이 얇고 가느다란 셀로판지로 장식된 복식을 손

끝으로 느끼고 얼굴 가까이 가져다 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장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관람자는 간지

러운 느낌을 떠올릴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느낄 수 있

는 간지러움이라는 촉지각은 넓은 범위에서 통각에 

해당되며, 순간적으로 느끼는 간지러움은 몸을 움츠

러들게 한다. 촉지각은 관람자의 경험을 근간으로 

Fig. 3. Burberry celebrates - art of the trench in the Middle East.
Reprinted from Burberry (2015a). https://www.youtube.com



패션필름에 나타난 촉지각 경험 유발 요인 

– 483 –

상을 유추하게 되는데 영상에 등장하는 색을 통해서

도 촉각적인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다(Kim, 2016). <Fig. 

4>의 경우 흰 바탕에 투명한 셀로판지 장식이 달린 케

이프 형태의 하얀색 복식을 입고 있는데 흰색이 지닌 

깨끗하고 맑은 이미지와 투명함이 주는 가벼운 느낌

이 효과적으로 전달된다.

직접적으로 자극을 주거나 받는 모습이 아닌 장면

을 보는 것만으로도 촉지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Fig. 5>에서 머리카락 길이가 매우 짧은 두상의 뒷모

습만 보더라도 자신이 머리를 자르거나 깎을 때의 일

을 떠올리거나 그러한 상황에서 겪을 수 있는 일을 생각

하며 느낌을 되짚어보게 된다. 뒤이어 바리캉(bariquant)

으로 머리를 깎는 장면을 보며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 머리카락이 짧을수록 모발은 

모발의 뿌리와 가까워 직모의 형태로 뻣뻣하게 솟아 

있는데, 머리가 짧은 사람의 두상에 다른 사람이 턱을 

괴고 그 감각을 온전히 느끼고 있는 장면을 통해 이러

한 모발 상태에 피부를 접촉했을 때의 따가운 통각을 

상상할 수 있다. 이는 직접 겪은 상황이 아닐 지라도 자

신의 실생활에서 겪었던 경험 또는 자신의 주변에서 

본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그 느낌을 가늠할 수 있다.

영상에 등장하는 물질이나 상황의 전개를 명확하

게 파악하기 힘들 때, 이를 파악하기 위해 패션필름의 

상황에 최 한 몰입하려는 태도를 보이게 된다. <Fig. 

6>의 남성 모델은 거친 질감의 검은색 물질을 얼굴에 

바르고 떼어내고 있다. 검은 물질을 얼굴에 바른 표면

이 울퉁불퉁한 것을 보며 손과 얼굴에 닿았을 때 까칠

한 느낌일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하지만 그가 얼굴

에 바른 제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며 단지 스

크럽이 섞인 마스크팩으로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이

Fig. 5. Fashion film: Brighton Sorts.
Reprinted from Knight and Lloyd (2018). https://showstudio.com

Fig. 6. Once Upon A Future: Gentle Monster x Xander Zhou.
Reprinted from SHOWstudio (2018b). https://www.youtube.com

Fig. 4. SHOWstudio: IX - Marlon Rueberg / George Tsioutsias / Royal College of Art MA13.
Reprinted from SHOWstudio (2013). https://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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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관람자는 패션필름을 통해 본인이 알지 못하는 

소재나 재료, 상황을 볼 경우, 최 한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유사한 경험을 찾아 해당 장면에 투영함

으로써 등장인물이 느꼈을 감정과 감각을 이해하고

자 노력하게 된다. 그 결과 등장인물의 상황에 자신을 

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패션필름에 더욱 몰

입할 수 있게 되고 현실감이 증폭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사례들처럼 사회적으로 학습되거나 

개인의 기억 또는 경험에 의존한 감각적 경험을 근간

으로 할 때 공감각에 한 반응은 더욱 활성화될 수 있

다(Laing, 2018). 반 로 실질적인 두 가지의 감각이 

동시에 촉발되는 공감각적 경험도 존재하는데, 이는

관람자의 의지나 경험과 상관없이 외부 자극에 의한 

비자발적인 공감각이다.

2) 자극에 의한 공감각

패션필름은 시각물을 바탕으로 배경음악, 음향효

과, 등장하는 제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마찰음과 같은 

청각적 요소를 수반한다.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의 

영역 내에서 지각될 때 주관적인 경험이 작용하는데 

이는 공감각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공감각적

인 요소가 결합된 패션필름은 보는 사람의 흥미를 이

끌어낼 수 있다(Kim & Park, 2011).

2006년 쇼스튜디오는 The Sound of Clothes를 탐구

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프로젝트의 목표

는 의복이 가진 고유의 사운드를 발견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쇼스튜디오는 11개 패션브랜드의 2006년 

F/W 컬렉션 의류로 표현할 수 있는 사운드를 영상에 

담았고, 각 컬렉션의 스토리를 표현할 수 있도록 구성

하였다(Launched, 2006). 녹음 전문 스튜디오인 Hemi- 

anechoic chamber에서 깃털, 시퀸, 크리스탈, 나일론, 

태피터, 가죽, 벨벳, 자카드, 지퍼 등의 소리를 자세히 

담아냈다. 해당 프로젝트는 The Sound of Clothes를 탐

구하는 일련의 프로젝트로서 이전에 발렌시아가(Bal- 

enciaga)의 2006 S/S 컬렉션 의상을 소리를 통해 해석

하는 The Sound Of Clothes: Synaesthesia 프로젝트가 

선행되었다(Frankel, 2006).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한 브랜드 중 하나인 루엘라

(Luella)는 러버 탑(rubber top)이 가진 소리에 집중했

는데, <Fig. 7>에서 스타(Star)는 러버 탑의 지퍼를 오

픈하고 하얀색 가루를 뿌리고 나서 옷을 착용한다. 옷

을 입기 전부터 지퍼 톱니바퀴가 맞물리며 나는 소리

를 통해 거친 느낌을 느낄 수 있으며, 착용자가 고무 소

재의 옷을 늘였다가 놓으면서 튕기는 소리를 통해 소재

의 탄성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 또한 러버 탑의 

매끄러운 표면을 손톱으로 긁었을 때 나는 뽀드득 소

리를 통해 매끄럽고 부드러우면서도 질긴 느낌을 경

험할 수 있다.

소리만 듣고 어떤 물체가 내는 소리인지 분명하게 

규정지을 수 없는 상황이 관람자의 시각, 청각 등 공감

각과 개인의 주관적인 기억이나 경험에 따른 연상이 

더해질 때 촉지각적 경험은 선명해진다. 프라다는 실

크 태피터 재킷과 퍼 디테일이 가미된 스커트가 내는 

소리에 집중했다. <Fig. 8>의 바스락거리는 소리는 나

일론 또는 폴리에스테르 원사를 촘촘히 엮어 내구성

이 좋은 태피터 소재가 갖는 특징적인 소리로 시각과 

청각을 이용하여 촉지각을 발생시킨다. 또한 퍼는 다

운이나 퀼팅 소재처럼 함기량이 높은 소재 중 하나로 

함기성이 높아 보온력이 뛰어난데, 이러한 퍼 장식이 가

미된 스커트를 보며 따뜻한 느낌을 떠올릴 수 있다.

패션필름을 인지하는데 필수요소인 시지각적인 

부분과 함께 청각 등의 타감각이 제공될 때, 관람자

는 그와 관련된 정보를 최 한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

다. <Fig. 9>는 스텔라 매카트니(Stella McCartney)의 

오버사이즈드 시퀸 드레스의 소리를 담은 패션필름

이다. 영상에는 모델이 드레스를 입고 벗는 과정, 착

Fig. 7. Fashion film: Luella. 
Reprinted from Knight (2006a). https://showstudi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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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후 몸을 움직일 때 각각의 시퀸이 서로 부딪치며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두드러진다. 시퀸 소재가 갖는 

특징적인 소리로 두께가 얇은 시퀸 조각들이 부딪치

며 청각적인 요소가 극 화된다. 이는 금속, 플라스틱,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되는 시퀸 소재에 한 촉지각

을 불러일으키며, 시퀸 소재가 갖는 차가운 이미지는 

직접 만져보지 않아도 온도감을 경험하게 한다. 시각

적 경험에 자신의 촉각적 경험을 입한 뒤, 다시 시각

적 감각으로 치환하여 지각하는 것이다(Oh & Park, 

2018).

두 가지의 감각이 동시에 작용하는 패션필름은 시

지각과 더불어 음향효과나 마찰음, 관람자의 기억연

상 등 다양한 방식이 가미된 영상으로서 다감각적인 형

태로 촉지각을 발생시킨다. 이는 제작자의 의도를 감

각적으로 전달하는데 효과적이며, 특히 브랜드에서 

제작한 패션필름의 경우 관람자에게 인상적인 기억을 

주어 브랜드의 가치 상승을 도모할 수 있다(Park et al., 

2015).

3. 영상화면기법

막스는 이미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신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체화된 관객성에 해 언급한 바 있는

데, 체화된 관객성으로부터 경험할 수 있는 감각성은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이미지들의 나열을 

통해 촉지각을 유도할 수 있다(Lee, 2015). 특히 비디

오 테이프의 거친 입자 형태, 오래된 필름의 스크래치 

등 순간적으로 영상의 표면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통

해 촉지각적인 이미지를 느낄 수 있으며, 영상에 등장

하는 이미지의 의미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시간 동안 관객의 시선

이 스크린 표면에 머무르게 되고 표면의 질감에 더욱 

집중하게 되면서 이를 직접 만진다는 느낌을 받게 된

다고 하였다(Marks, 2000). 관람자는 규정짓기 모호

한 이미지가 제공하는 질감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지각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스크린을 만지고 있는 듯

한 느낌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촉지각을 지니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이는 실험영화 또는 예술영화처럼 전

통적인 영화의 형식과 다른 독특한 양상을 보이는 영

상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패션필름도 세부적

으로 다양한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비서

사적인 구조를 취하는 패션필름에서 막스가 이야기

한 촉지각의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영상의 내용이 

기승전결의 흐름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다채로운 영

상화면기법을 적용한 패션필름이 주를 이루고 있으

며,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촉지각이 느껴지는 영상

화면기법의 특징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슬로우 모션기법을 사용할 경우 영상의 진행속도

Fig. 8. Fashion film: Prada.
Reprinted from Knight (2006b). https://showstudio.com

Fig. 9. Fashion film: Stella McCartney.
Reprinted from Knight (2006c). https://showstudi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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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느리기 때문에 각 장면에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는 이미지를 보는 관람자의 몰입감을 높

여 결과적으로 생생한 현장감을 경험할 수 있다(Marks, 

2015). 희 의 살인마 잭 더 리퍼(Jack The Ripper)의 

세 번째 희생자인 다크 애니(Dark Annie)를 표현한 패

션필름인 <Fig. 10>에서 시야를 흐릿하게 하는 그림

자와 간신히 흘끗 보이는 영상효과는 혼란스러운 느

낌을 가중시키는 배경음악과 조화를 이룬다. 또한 배

경음 사이로 목소리가 뭉개진 듯한 소리가 겹쳐지는

데 신비하고 괴기스러운 느낌을 더한다. Laing(2018)

은 우리가 무의식 중에 내뱉는 허사(虛辭)가 단지 무

의미한 말이 아니며 전체적인 흐름과 같은 분위기나 

뉘앙스를 파악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는 <Fig. 10>의 배경음악과 어우러진 누군가의 웅얼

거림과 음산한 웃음소리가 패션필름의 전체적인 분

위기에 일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영상 초입 다크 애니의 글귀만 보아도 잭 더 리퍼

를 떠올릴 수 있지만 그와 관련된 직접적인 이야기는 

해당 패션필름에 노골적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하지

만 관람자는 계속해서 샷이 겹치고 정신없이 뒤섞이

는 화면을 보며 정돈되지 않은 혼란스러운 상황을 자

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이야기

와 접목시켜 최 한 영상을 이해하고자 자발적인 노

력을 기울이게 된다.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것에 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의 범위 내에서 이해하고자 시도하는 것이다. 홀렌바흐

(Hollenbach) 감독과 전자음악 프로듀서인 갬블(Gam- 

ble)이 만나 탄생시킨 <Fig. 11>은 복고풍의 공상과학

과 현  패션을 접목시킨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P.A.M.

의 패션필름으로 인간의 초월성에 한 이야기를 하

기 위해 제작되었다(SHOWstudio, 2015). <Fig. 11>을 

보면 인간의 모습을 한 외계인이 은박지에 싸여 방부

처리 된 채 사후세계로 보내지는데, 이후 굉장히 빛이 

나고 문명화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는 사후세계의 

존재를 믿었던 문화권에서 시신을 붕 로 감아 방부

처리(preservative treatment, 防腐處理)한 미라(mirra, 

mummy)를 떠오르게 한다.

실시간 VHS-C 핸디카메라로 촬영된 <Fig. 11>은 카

메라의 흔들림과 선명하지 않은 화면이 고스란히 표

현되어 있는데, 이는 촉지각을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데 효과적인 영상기법이라 하겠다. 또한 두 가지의 다

른 화면이 오버랩 되어있는 장면은 알 수 없는 사후세

계가 갖는 모호한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

써 관람자가 호기심을 갖고 영상에 몰입하게 한다. 이

처럼 불분명하고 희미한 이미지가 나타내는 시각적 

질감은 관람자의 지각을 촉발시켜 궁극적으로 촉지

각을 유발한다. 이와 함께 내리쬐는 햇볕 아래 은박지

Fig. 10. Dark Annie “Clown”.
Reprinted from Knight (2009). https://showstudio.com

Fig. 11. Psy-Active Mutation - P.A.M. / Misha Hollenbach.
Reprinted from SHOWstudio (2015). https://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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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쌓인 채 놓여있는 장면에서는 굉장히 뜨겁고 더운 

듯한 온도감을 느낄 수 있다.

필름의 겉면이 긁힌 듯한 모습, 불명료한 형상, 각

기 다른 영상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분할화면처럼 내

용을 알 수 없는 애매모호한 이미지는 관람자의 지각

능력을 활성화시킨다. VOID의 졸업생 다섯 명이 가

진 재능에 한 지원과 격려를 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Fig. 12>는 관람자에게 해당 패션필름이 내

포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

려운 일련의 이미지들을 제시한다. 막스는 <Fig. 12>

에서 보이는 영상화면기법과 유사한 방식의 이미지

들은 관람자가 영상으로부터 느껴지는 질감을 지각

하게 만들어 마치 영상의 표면을 만지는 것과 같은 느

낌을 주고 그 결과 촉지각적 시각성을 유발한다고 하

였다.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Fig. 12>에 사용된 화

면기법은 관람자 내면에 숨어있던 감각성을 일깨워 

촉지각을 자극하는 사례에 해당된다.

영상촬영에 뒤이어 진행되는 후작업을 통해 촉지

각을 발현시키는 영상화면기법의 사례는 등장인물의 

행동 또는 감정표현에 따라 촉지각을 느끼는 것과 엄

연히 다르다. 오로지 화면에 표현된 영상기법에 의해

서만 촉지각을 경험할 수 있다. 관람자는 규정지을 수 

없는 연속적인 장면을 접할 때, 이를 온전히 파악하기 

위해 자신의 식견을 최 한 이끌어내 패션필름에 적

용한다. 그 결과 영상에 적용된 다양한 기법을 통해 마

치 눈으로 스크린을 만지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되고, 

촉지각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패션필름에서 촉지각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을 파

악하는 것은 소비자가 직접 체험할 수 없는 상황에 

한 결여를 상쇄시킨다. 타인의 경험을 통해서도 마치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과 같은 촉지각적 경험을 통

해 간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것이다. 특히 디

지털 세 (generation d)와 같이 영상문화가 자연스러

운 이에게 패션필름은 타인과의 교류를 활성화시키

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된다. 이처럼 패션필름은 현 

시 의 문화 교류 행태를 반영하는 소통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IV. 요약 및 결론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고 이미지가 범람하는 현 시

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켜 소통을 이어가는 것

은 미디어가 갖춰야 할 핵심적인 역할 중 하나이다. 패

션필름은 본질적으로 스크린이라는 한계를 갖는데, 

이를 넘어서기 위해 인간의 감각기관을 매개로 하여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이러한 경험이 패션필름의 감각적 특성, 그 중에

서도 촉지각에 기반하고 있을 때 가능한 것으로 보고, 

샷의 크기에 따른 영상촬영요소, 공감각의 활용, 영상

화면기법 세 가지로 나누어 패션필름의 촉지각적 요

인에 해 분석하였다.

첫째, 영상촬영요소에 따른 패션필름의 촉지각은 

샷의 크기에 따라 느껴지는 촉각적인 요인에 해 분

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영상촬영요소는 샷의 크기, 렌

즈의 크기, 조명의 채광 방향 등 영상촬영 전반에 걸친 

모든 요소를 포함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패션필름의 

촉지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인 샷의 크기로 

한정하였다. 한 편의 패션필름에서 동일한 아이템이 

풀샷, 미디엄샷, 클로즈업샷으로 포착됐을 때의 촉지

각적인 경험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전체적인 배경을 

함께 제시하는 풀샷보다 피사체를 확 시켜 보여주

는 클로즈업샷이 촉지각적인 감각을 극 화하여 전

달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강조하고자 하는 

피사체를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관람자는 

특정 인물의 동작이나 상황에 자신을 투영시켜 몰입

하려는 의지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Fig. 12. MACHINE-A & VOID Present: The Graduate Project - Fashion Film.
Reprinted from SHOWstudio (2018a). https://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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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패션필름은 시각, 청각, 촉각 등 공감각을 활

용하여 촉지각을 활성화시킨다. 공감각에 의한 촉지

각은 직접적인 자극이 주어지는 장면을 봄으로써 자

신의 과거 경험을 떠올리는 기억연상에 의한 공감각

과 두 가지의 감각을 동시에 자극시킴으로써 유발되

는 공감각으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 개인의 기억 또는 

사회적 관습에 의한 경험을 토 로 형성되는데, 타인

의 신체에 자극이 가해지는 장면에 자신의 기억을 더

해 촉지각을 발현시킨다. 두 가지의 감각을 동시에 자

극하는 후자의 경우, 다감각의 형태로 촉지각이 발생

하기 때문에 관람자로 하여금 인상적인 기억을 남기

는데 효과적이다.

셋째, 연결성이 결여된 이미지들의 혼합 또는 영상

의 표면에 시각적인 효과를 더하는 등의 영상화면기

법을 통해서도 촉지각이 유발된다. 관람자는 불확실

한 이미지가 연속적으로 등장하거나 흐릿한 화면을 

볼 때 무의식적으로 해당 장면의 의미를 파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 때 관람자의 시선이 

스크린에 오래 머물수록 화면의 질감을 느끼는데 효

과적이며, 궁극적으로 눈으로 스크린을 만지는 듯한 

촉지각적인 감각이 표출된다.

촉지각은 시각, 청각, 촉각의 영역을 말 그 로 직

접 만질 수 없는 측면의 감각으로 전환시켜 관람자를 

다층적 감각경험의 장으로 인도한다. 패션필름과 같

은 디지털 매체가 확산됨에 따라 우리는 직접적인 지

각과정을 거치지 않고 매체를 매개로 하여 자발적으

로 자신의 감각을 확장한다. 최근 모바일 기기를 통한 

온라인상의 접근과 전시회와 같은 오프라인 공간 등

에서 패션필름이 더해져 관람자의 감각적인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관람자는 비물질적인 패션필름에 순

간적으로 몰입함으로써 이를 수용하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통해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함양시키

고, 나아가 세상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점차 넓어지는 패션필름의 적

용범위는 현재의 옴니채널(omni-channel) 환경을 활

성화시키는데 일조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문화 예술

에서 나아가 기술 공학 등 다방면에 적용됨에 따라 커

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패션필름이 갖는 촉지각적인 요소는 다중감각 경

험을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범위 내에

서 세상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것을 뛰어넘어 초월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식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브랜

드에서 제작한 패션필름의 경우 마케팅 효과를 극

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이해하는 입장이 있으나, 

현 사회의 미디어 형태가 변화하고 발전함에 따라 

이를 수용하는 과정과 관람자의 경험적 측면과 관계

에 해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는 패션필름을 매개로 오감 중 시각, 청각, 촉각을 유

발하는 촉지각적인 부분에 해 집중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미각과 후각의 측면도 포괄적으로 다룰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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