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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990년대 이래로 패션업계의 많은 회사들이 인수 

· 합병을 통해 거대한 구조적 변화를 겪어왔다. 이러

한 변화는 과거 소규모 가족 사업으로 구성된 패션산

업을 대기업 브랜드로 변화시켰다(Crane, 2012). 더불

어 아시아와 같은 새로운 시장의 개방으로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변화되어 패션브랜드는 이미

지를 제어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수립하고 있다

(Lipovetsky & Manlow, 2009). 이에 럭셔리 패션브랜

드는 대중과의 거리를 재창조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으며, 인터넷 매체와 온라인 문화와의 커뮤니케

이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 중 브랜드의 예술 기반 

전략은 제품의 이미지와 시장에서의 위치를 제고하

며 명성 있는 이미지로 전환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He-

tsroni & Tukachinsky, 2005). 이에 럭셔리 패션브랜드

들이 비예술을 예술과 같은 상태로 변형시키는 아티

피케이션(artification) 전략을 통해 이미지의 대중화

를 극복하고자 하는 경향이 발견되는바, 아티피케이

션이 럭셔리 패션제품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고찰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럭셔리 브랜드는 실제로 아티피케이션의 미묘한 

프로세스에 기여하고 있다. 럭셔리 산업은 창조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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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으로 인식되기를 목표로 한다(Kapferer, 2014). 아

티피케이션 과정은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인식을 높

이는 동시에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하는 두 가지 목

적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대기업 계열사의 럭셔리 

브랜드는 후원 및 자선 활동 또는 예술가와 협력관

계를 유지함으로써 아티피케이션 프로세스의 구성 

요소를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사료된

다.

럭셔리 패션제품의 아티피케이션 연구를 위한 선

행연구로는 럭셔리 브랜드의 아트마케팅 중 컨템포

러리 아트를 통한 전략(Kim, 2011), 브랜드 하나를 

선택하여 예술화 사례에 집중한 연구(Cho & Chang, 

2020)가 있다. 또한 스토리텔링 활용 사례에 관한 아

트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분석하기도 하였다

(Cho et al., 2011). 이처럼 선행연구의 대상은 럭셔리 

패션브랜드의 아트마케팅 연구 및 예술가와 이벤트

성 협업이 대부분으로 패션과 예술의 일련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문화적 접근 태도 및 아티피케이션을 

통해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논의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아티피케이션 전략을 미학적 담론의 측면

에서 유형별로 논의하여 선행연구들의 한계점을 극

복하고자 한다.

아티피케이션에 관한 본 연구의 주요 선행연구 중 

하나인 나탈리 하인리히(Nathalie Heinich)와 로베르

타 사피로(Roberta Shapiro)가 연구한 아티피케이션

의 신기술(neologism)은 핀란드 학자 그룹인 이리예네 

레반토(Yrjänä Levanto), 오씨 나우카리넨(Ossi Nau-

kkarinen) 및 수잔 비마(Susann Vihma)에 의해 2005년 

출판된 �Taiteistuminen�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는

데, 핀란드어로 출간되었기에 제한된 독자만을 대상

으로 하였다(Naukkarinen & Saito, 2012). 이후 아티

피케이션이 2012년 �Contemporary Aesthetics� 학술

지 스페셜호의 주제로 선정되면서 미학적 측면에서 

확장된 연구범위로 다뤄지게 되었다. 해당 학술지에

서 아티피케이션의 의미는 모든 형태의 예술이 주요 

문화적 현상이므로 여러 방향에서 면밀한 연구가 필

요하다고 보았다. 이와 반대로 아담 앤드르제쥬스키

(Adam Andrzejewski)는 Naukkarinen and Saito(2012)

가 주장한 아티피케이션의 문제에 대한 철학적 분석

을 시도하며 중립적이고 새로운 아티피케이션의 설

명을 제안하기도 하였다(Andrzejewski, 2015). 나아가 

프랑스의 저명한 럭셔리 학자인 장 노엘 카페레(Jean 

Noël Kapferer)는 사피로와 하인리히가 연구한 아티

피케이션 기술을 럭셔리 제품의 분석에 적용하였다

(Kapferer, 2014; Shapiro & Heinich, 2012). 그는 럭셔리 

기업이 구현한 예술 기반 전략은 소비자의 희소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유용하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물질적인 제품과 무형의 실천으로 

구성된 패션의 실제를 이해하고자 아티피케이션의 

개념을 정리하여 이를 패션에 적용하여 유형화한 후, 

패션업계의 사례를 통해 아티피케이션의 개념과 관

점을 정립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확정적 

답변보다는 사례분석의 이론적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현재 글로벌 럭셔리 패션브랜드가 매스

마케팅으로 인한 희소성 약화와 온라인 중심의 유통 

환경 변화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예술성을 예

술로 변형시키는 과정인 아티피케이션을 제품을 통

해 어떻게 전략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지 연구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사

례연구를 병행한다. 이론적 배경을 위해 국내 ·외 관

련 서적 및 선행연구 등을 통해 아티피케이션에 관해 

고찰한다. 럭셔리 패션제품의 아티피케이션 사례분

석은 디지털 매체의 등장으로 글로벌화를 추진하여 

제품에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2000년대 이후부터 최

근까지로 한정한다. 또한 럭셔리 패션브랜드 선정은 

세계 최대 브랜드 데이터베이스 브랜드지(BrandZ)의 

데이터(“하이신 [Hisense]”, 2018)를 바탕으로 글로벌 

미디어 리서치 기관인 밀워드 브라운(Millward Bro-

wn)의 럭셔리 범주에 들어가는 상위 100개의 브랜드

를 선정하였다. 이러한 패션브랜드의 아티피케이션 

활동 중 패션 전문 매체의 기사와 학자들의 논문 및 

온라인을 통한 브랜드 홍보 매체 등을 통해 사례를 추

출하였다. 이후 패션과 예술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

로 수행해 온 박사학위 소지자 5인으로 구성된 연구

원들이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에서 도출한 아티피케

이션의 주요 특징을 키워드로 1차 데이터를 선정하

였다. 이때 크로스체크를 통해 일련의 시리즈로 지속

되는 럭셔리 패션브랜드의 아티피케이션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였다. 이후 2차 검증을 통해 럭셔리 패션

제품의 아티피케이션 사례를 선정하였고, 본 연구에

서는 해당 사례의 유형별 아티피케이션 관점을 분석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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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아티피케이션에대한이론적고찰

1. 예술과 패션

1) 아티피케이션의 용어 정의

아티피케이션은 전통적 의미에서 예술로 간주되

지 않는 무언가가 예술 또는 예술과 같은 것으로 변

화되는 상황과 과정을 말한다(von Bonsdorff, 2012). 

나우카리넨은 아티피케이션이란 전통적 의미에서 

예술로 간주되지 않는 무언가가 예술과 같은 무언가 

또는 사고와 행동의 예술적 방식으로부터 영향을 받

는 무언가로 변화되는 상황과 과정을 의미한다고 하

였다(Naukkarinen, 2012). 이는 아티피케이션이 예술

의 일부 기능을 채택하여 다른 것과 섞여있는 상태

나 과정을 뜻하기도 한다. 래리 샤이너(Larry Shiner)

는 아티피케이션은 예술성의 품질이 어떤 대상, 행

동, 기관 또는 상황에 적용되거나 주입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였다(Shiner, 2012). 이러한 샤이너의 관

점은 예술과 비예술을 구별하는 문제를 사회적 지위

의 문제로 본 조지 디키(George Dickie)의 예술제도론

처럼 예술계에 종사한 사람들에 의해 확립된 관례와 

제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토마스 레디

(Thomas Leddy)는 아티피케이션은 예술적 기법을 무

언가에 적용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예술을 통해 환

경과 삶을 개선하고 예술 활동을 통해 풍요롭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Leddy, 2012).

이들의 아티피케이션에 관한 의견을 종합해보면, 

예술과 비예술의 현대적 상호작용에 주로 관심이 있

으며, 아티피케이션은 예술의 개념이 예술에 대한 

사고의 방식과 실천의 원천으로서 이 두 가지가 서

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다른 문화 영역에도 관심

을 가져야 하며, 이러한 태도는 현재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화 현상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다고 보고 있

다(Naukkarinen & Saito, 2012). 즉 예술작가, 예술작

품, 예술기관, 미술관, 박물관 등 예술계에 내재하는 

경계 안에서 예술과 비예술을 구분하여 비예술이 예

술의 자격을 획득하거나, 예술과 같은 상태를 획득

하는 과정을 아티피케이션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한편 아티피케이션을 논의하는 것은 변화하는 예술

의 개념과도 연관이 있으나, 본 연구는 새로운 예술

이론의 개념보다는 아티피케이션 과정에 초점을 맞

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2) 예술의 속성에 관한 담론

지난 몇 세기 동안 예술은 서양 문화에서조차 모

호한 개념이었다. 그럼에도 서구 사회에서는 예술과 

비예술의 차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며, 그라피티(graffiti)처럼 예술을 확장시켜 일부 

비예술분야를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아티

피케이션을 연구하기 위해서 예술의 속성에 대한 정

의가 필요하다.

먼저 테오도르 아도르노(Theodor Adorno)는 �미학 

이론�에서 예술에 관한 한 이제 아무것도 자명한 것

이 없다는 사실이 자명해졌다(Adorno, 1970/2017)고 

하였다. 모리스 와이츠(Morris Weitz)는 루드비히 비

트겐슈타인(Ludwig Wittgenstein)을 따라 예술을 닫힌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열린 개념으로 보았다(Weitz, 

1956). 그의 예술에 대한 열린 개념적 시각은 새로운 

예술운동과 형태를 기존 예술과의 유사성을 통해 예

술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논리적 기반이 되었

다. 와이츠의 이러한 설명은 예술의 본질을 묻는 형

이상학적 탐구의 포기를 의미하기도 한다.

허버트 리드(Herbert Read)는 예술의 의미에서 모

든 예술에는 공통되는 특색이 있고, 예술이란 즐거운 

형식을 만드는 시도(Read, 1931/2007)라고 가장 단순

하고 일반적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이에 반해 디키

는 정확히 무엇이 하나의 대상을 예술로 만드는가를 

예술제도론으로 설명하였다. 그는 예술가, 제작자, 

큐레이터, 관객, 비평가, 기자 등 서로 연관된 사람들

로 구성된 예술계에 확립된 관례와 제도에 의해 결

정된다고 했다(Dickie, 1971/1980). 즉 현재 확립된 예

술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예술에게 예술의 지위를 

부여하는 위치에 있다고 본 것이다.

타타르키비츠(W. Tatarkiewicz)는 �미학의 기본 개

념사�에서 예술은 미를 산출한다는 특성을 지녔는

데, 미는 넒은 의미에서 즐거움을 주는 것을 뜻하므

로 일종의 감탄을 유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Tatarkiewicz, 1980/2001).

이렇듯 서구 예술 및 미학이론을 연구한 학자들은 

예술을 본질적인 의미에서 정의내리기보다는 은유

적이고 파생적인 의미에서 예술을 가리키고 있다.

20세기 초 러시아의 화가 바실리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는 예술은 외적인 현실과는 아무 상관도 

갖지 않는 새로운 세계를 드러내 준다고 하였다(Gom-

brich, 1995/2009). 이제 예술은 외적 사물을 감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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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눈에 재현해 내는 기능으로부터 분리되었다. 마르

셀 뒤샹(Marcel Duchamp)의 레디메이드(readymades)

는 개념으로서의 예술이었으며, 이러한 예술행위는 

회화의 전통적 요소들을 포기하게 되면 그 무엇으로

부터도 만들어질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Lynton, 1980/

2003). 즉 다다이즘(dadaism)에 의해 현대 예술은 새로

운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을 확보하게 되었다.

현대 예술가는 미적 가치보다는 예술적 가치를 갖

는 작품을 제작하는 데 더 전념하는 것처럼 보인다. 

와이츠가 주장하는 것처럼 예술가는 이제까지 확립

된 예술의 통념을 뛰어넘어 독창적이 되려 하는데

(Weitz, 1956) 이는 현대 예술개념의 한계를 뛰어넘

고자 하는 것이다. 예술은 본질적으로 무엇을 전달

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의미이자 목적인 것

이다. 이를, 미디어는 메시지(McLuhan, 2003/2011)라

고 언급한 미디어 이론가 마샬 맥루한(Marshall Mc-

Luhan)의 말로 바꿔 말하면, 예술 그 자체가 우리에

게 의미전달을 하는 메시지라 볼 수 있다.

존 버거(John Berger)는 그의 저서 �다른 방식으로 

보기�에서 예술은 사람들의 부와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하여(Berger, 1972/2012) 물질적 · 정신적인 

부를 동시에 의미한다고 하였다. 현대 예술의 개념

이 흐릿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버거의 예술이 상징하

는 엘리트주의적 태도를 고려할 때, 패션은 비즈니

스 아트의 태도로 이러한 예술적 향기가 나는 제품의 

구매가 무형의 문화적인 행위로까지 확장됨을 의미

하기도 한다. 더불어 중요한 것은 패션이 예술을 커

뮤니케이션 매체로서 차용하고 있다는 것이며, 예술 

또한 이러한 상호관계에 협조하고 있으며 예술에서

도 컨텐츠로서의 패션(Graw, 2009)이라는 논리가 암

시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2. 럭셔리 패션브랜드의 아티피케이션

본 연구는 주요 선행연구(Leddy, 2012; Naukkarinen, 

2012; Naukkarinen & Saito, 2012; Shiner, 2012; von Bon-

sdorff, 2012)를 바탕으로 아티피케이션의 특징을 아

래와 같이 유형화하였으며, 이를 럭셔리 패션브랜드

의 아티피케이션 사례분석의 근거로 하였다.

첫 번째 아티피케이션의 유형은 예술의 본질적 속

성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이다. 구체적으로 거리예

술인 그라피티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예술작품이 되

기 위한 필요 ·충분조건 시도로서 예술적 기법을 무

언가에 적용하는 것이다. 패션에서는 예술 및 예술가

의 아이디어나 작품의 어떤 면만을 지정하여 디자인

에 차용하는 방식을 들 수 있다. 이는 예술의 독창성

에 대한 럭셔리 패션브랜드의 오마주적 태도로, 출처

를 정확히 밝히기 위해 작품의 해체보다는 예술작품

을 그대로 패션제품의 텍스타일 디자인으로 프린트

하거나 작품의 시그니처 컬러를 이용하는 등 예술

작품의 표면적인 측면을 차용한 가장 얕은 방식의 

묘사라고 할 수 있다. 즉 럭셔리 패션제품에 예술적 

생명력과 선대 예술가에 대한 존경심을 드러낸 경우

이다.

둘째는 명망 있는 예술가와의 협업이다. 이는 비

예술부문의 무언가를 예술부문으로 직접 이동하는 

과정의 아티피케이션으로, 비예술적 공간이라 여겨

지는 곳에 예술가를 추가하는 사례를 들 수 있다. 이

러한 유형은 어떤 장르 또는 매체가 예술의 사회제

도 중 하나에 의해 받아들여지게 하는 방식으로, 이

는 디키의 예술제도론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패션

에서는 패션브랜드가 주체가 되어 예술가와 협업하

거나, 패션기업의 마케팅 전략에 따라 작가의 명성

을 이용한 경우를 들 수 있다. 나우카리넨은 기업이 

컨설턴트로서 예술가를 고용하는 것은 종종 창조성

의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이는 

창의성을 대변하는 예술가의 국제적 명성을 럭셔리 

패션제품에 끌어들여 예술적 공간으로 이동하는 효

과를 준다. 또한 시장개척을 위한 현지화 작업의 일

환으로, 첫 번째 경우보다 비즈니스 아트의 측면에

서 적극적 태도를 띤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예술적 사고 및 예술적 실천을 통한 

아티피케이션을 들 수 있다. 패션에서는 크리에이티

브 디렉터의 예술적 사고와 실천으로 브랜드 아이템

을 시대적 미학에 맞게 예술의 오브제처럼 재해석하

거나 예술적인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를 가리킨

다. 이는 패션이 예술적 실천으로서 엘리트 문화의 

위치를 취하고자 하는 태도로 볼 수 있다. 특히 새로

운 소비자로 떠오르는 밀레니얼 세대를 겨냥하여 브

랜드의 시그니처 아이템을 오브제화하여 브랜드만

의 독창적 내러티브를 구축하는데 효과적으로 이용

하기도 한다. 럭셔리 패션브랜드의 크리에이티브 디

렉터는 미학적 장인으로서 창의적 그룹이자 엘리트 

문화인 예술계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높은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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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 미적 의미를 브랜드에 전달하고 이로 인해 엘리

트가 추구하는 럭셔리 브랜드의 위상을 확인하는

(Von Wachenfeldt, 2018) 가장 적극적이고 독창적인 

아티피케이션의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아티피케이션은 예술

의 속성을 충족, 명망 있는 예술가와의 협업, 그리고 

예술적 사고와 실천으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이는 

럭셔리 패션제품의 아티피케이션에 각각 다음과 같

이 유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품 프레임에 예술

작품을 디자인 아이디어로 차용하는 경우, 실험적 

시도로서 현지 예술가를 고용하여 기존 제품을 재해

석하는 경우, 그리고 브랜드 내러티브 구사를 위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예술적 창조 작업이 그것이

다. 다음 장에서는 이상의 세 가지 유형별로 각 대표 

사례와 그 전략을 분석하고자 한다.

III. 럭셔리패션제품의아티피케이션

1. 제품 프레임에의 예술작품 차용

찰스 프레드릭 워스(Charles Frederick Worth)는 오

트 쿠튀르의 아버지로 장인이 아닌 예술가로 여겨지

는 최초의 쿠튀리에이다. 오늘날에도 많은 패션디자

이너들이 예술을 아이디어의 중요한 출처로 논하며 

미술관이나 갤러리를 방문하기도 한다(Heinemman, 

2012).

21세기에도 예술에서 영감을 얻은 럭셔리 패션브

랜드는 예술과 여전히 상호작용하고 있는데, <Fig. 

1>은 2017 S/S 셀린느(Celine)의 컬렉션으로 프랑스 

전후 작가인 이브 클랭(Yves Klein)의 ‘Anthropometry 

of the Blue Period’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되었다. 드

레스를 한 폭의 캔버스로 삼아 클랭의 작품을 그대

로 프린트한 이 디자인은 모델 워킹 시 작품이 살아 

춤을 추는 듯한 효과를 주기도 한다. 알렉산더 맥퀸

(Alexander McQueen)의 2012 S/S 컬렉션에서는 전체 

테마를 아르누보의 대표적 화가인 구스타프 클림트

(Gustav Klimt)의 작품으로 기획하여 클림트의 그림

을 3차원 세계로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Fig. 2). 이는 

패션을 예술을 담아내는 캔버스처럼 사용하거나, 패

션의 영감으로 예술을 차용한 사례이다. 한편 패션제

품의 디자인 영감을 특정 예술양식에서 가져오는 경

우도 있는데, <Fig. 3>은 프라다(Prada)의 2018 S/S 컬

렉션으로 제품 텍스타일의 디자인 영감을 팝 아트 양

식에서 참조하였다. 최초의 여성 액션 히어로를 창조

해낸 타르페 밀즈(Tarpé Mills)의 창작물을 활용하여 

코트에 프린트하여 디자인하였고, 프라다는 이를 통

해 여성성과 페미니즘을 표현하였다(“SS 2018 Wo-

menswear”, 2018).

이처럼 제품 프레임에 예술작품을 차용하는 경우

에는 명성 있는 작품이나 인지도가 높은 예술가들로

부터 아이디어나 이미지의 일부를 디자인 영감으로 

참조하여 사용하거나 예술가를 고용하여 제작하기

도 하였다. 예술작품을 패션제품의 텍스타일 디자인

으로 프린트하거나, 작품의 시그니처 컬러를 이용하

거나, 패션제품의 테마 및 디자인 아이디어를 예술

에서 빌려온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이는 패션제품

Fig. 3. Prada SS 2018.

Reprinted from

Krantz (2017).

https://moderncultureoftomorrow.com

Fig. 1. Celine's SS 2017.

Reprinted from

Taha (2019).

http://9-magazine.com

Fig. 2. Alexander McQueen SS 2012.

Adapted from Alexander McQueen

× Gustav Klimt (n.d.). 

https://ubicouture.tumbl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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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술이 되기 위한 가장 보수적이며, 일차원적인 

방식의 아티피케이션의 경우로 예술작품을 재창조

하기보다는 그대로 차용하여 어떤 작품인지 대번에 

알아볼 수 있게 하거나 출처를 뚜렷하게 밝히는 경

우가 많다. 이것은 럭셔리 패션브랜드의 예술의 독

창성에 대한 오마주적 태도를 드러내며 단순히 패션

제품에 예술적 아우라를 입혀 예술품의 생명력을 전

승하고, 선대 예술가의 예술적 아우라를 활용하여 아

티피케이션 효과를 내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실험적 시도로서의 기존 제품 재해석

최근 럭셔리 패션산업의 많은 회사들이 점점 예술

가치와 그들의 이익을 위해 예술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Dell'era, 2010). 예술은 브랜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후원, 자선 활동, 전시 공간으로의 

매장 리모델링 및 컬렉션 디자인을 위한 예술가와의 

협력 등을 통해 예술계와 다양한 접점을 관리할 때 

럭셔리 브랜드는 예술과 파트너쉽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Kapferer, 2014). 그 중 유명 예술가들과 함께 

컬렉션을 디자인하는 것은 예술과 우호적인 관계를 

보장하는 공동 브랜드 활동의 형태로 볼 수 있다(Ma-

sè & Cedrola, 2017). 예술에 대한 이러한 활동은 여러 

문화에서 럭셔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

이 되기도 한다.

<Fig. 4>는 루이 비통(Louis Vuitton)과 일본의 무

라카미 다카시(Murakami Takashi)의 협업으로, 루이 

비통 기존 백(bag)의 클래식한 모노그램(monogram) 

패턴을 다카시 스타일의 팝 아트 컬러 패턴으로 변

형하였고, 그 이후에도 다양한 협업작품을 시리즈로 

선보였다. 디올(Dior)은 콜롬비아, 프랑스, 터키, 미

국, 아시아 등 전 세계에서 선택된 예술가들과 ‘Dior 

Lady Art’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는데 디올의 아이코

닉 제품 중 하나인 레이디 디올의 실루엣, 까나쥬(ca-

nnage) 모티프, D-I-O-R 챰(charms) 장식 등 몇몇의 시

그니처는 그대로 유지한 채 다양한 디테일의 디자인

을 기획하고 있다(Fig. 5). <Fig. 6>은 에르메스(Her-

mès)와 데이비드 데이비드(David DAVID)와의 협업

으로, 버킨(birkin) 백의 외관에 데이비드의 아이콘인 

‘Head in Art’ 주제나 작가의 상징적인 스플래쉬 컬러

의 그라피티를 독특한 핸드 프린트로 그려 넣었다. 

럭셔리 브랜드의 유명 예술가들과의 협업은 백이 대

부분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의류에 비해 비교적 백

의 제품 수명주기(PLC)가 길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디자인의 형태도 대다수가 백의 클래식한 형

태와 실루엣은 변형시키지 않은 채 해당 예술가의 

전형적인 특성을 드러내는 디자인을 전개하거나 독

특한 소재 및 써피스 패턴의 변형을 통해 표면 및 디

테일만 재창조하였다. 이를 통해 스테이플(staple) 럭

셔리 제품을 여러 나라의 저명한 예술가의 정체성을 

내포한 디자인으로 다양화하고 있었다.

이러한 럭셔리 브랜드의 아티피케이션 제품들은 

기존 제품과 차별화되어 제작되었다. 이는 협업을 위

해 럭셔리 브랜드에서 선택한 예술가들의 국제적 명

성과 인기를 제품에 투영하는 효과를 누리고 있었다. 

대부분 브랜드의 시장개척을 위한 현지화 마케팅의 

Fig. 6. David's birkin.

Adapted from DAVID David X Hermes

art & Luxury collaboration (2018).

https://www.yanggallery.com.sg

Fig. 5. Dior Lady Art #3.

Adapted from Dior Lady Art

#3 Collection (2019). 

https://bagaholicboy.com

Fig. 4. Speedy bags.

Reprinted from

Churchill (2015). 

https://www.highsnobiet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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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환으로 현지 예술가들을 선택함으로써 세계화 및 

급성장하는 새로운 시장에 대한 개방이 판매량 증가

로 연결되고 있었다. 브랜드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브랜드는 로고 변경이나 브랜드 시

그니처에 대한 영민한 예술적 개입으로 예술의 아우

라를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각인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Masè et al., 2018). 또한 현지 예술가와의 

협업은 중요한 상업적 홍보수단으로 작용하여 개척

하고자 하는 시장의 엘리트 문화와 지속가능하고 동

등하게 인식되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3. 브랜드 내러티브 구사를 위한 예술적 창조 작

업

아놀드 하우저(Arnold Hauser)에 따르면, 르네상스 

시대에 예술가의 천재적 개념과 예술작품은 예술적 

생산자로서의 예술가의 사회적 지위를 바꾸어 놓았

다(Hauser, 1951; Kawamura, 2018). 디자이너는 상대

적으로 현대적인 인물로, 오늘날 디자이너는 수많은 

페르소나와 이미지를 만들어 셀러브리티의 지위를 

가지기도 하며, 트렌드와 문화, 대중의 취향을 선도

한다. 문화 산업은 소비자와 제품을 하나로 모으는 

주요 전략으로(Kawamura, 2018; Ryan & Wenworth, 

1999), 특정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들은 스타의 반열에 

올라선 게 사실이다. 럭셔리 패션에서 스타 디자이너

의 정체성은 특히 중요한데, 디자이너 패션은 특정 

라이프스타일, 삶에 대한 접근 방식 및 팬이 열망하

는 세계관을 묘사하기도 한다(Kawamura, 2018).

샤넬(Chanel)의 2014 S/S 컬렉션 런웨이에는 마치 

갤러리에 비치된 예술작품처럼 샤넬의 시그니처 아

이템 중 하나인 더블C의 로고와 N°5 등을 예술의 오

브제처럼 재해석한 칼 라거펠트(Karl Lagerfeld)의 샤

넬아트(Chanelart)가 전시되어 있었다(Fig. 7). 브랜드 

로고를 이용하여 브랜드의 절대적 미학을 예술작품

화하였는데, 기능이 탑재된 제품이 아닌 영속성의 가

치를 지닌 하나의 작품으로 승화시키고 이상화하고

자 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예술적 역량도 예술성을 갖춘 창조 작업으로 간주되

기도 한다. <Fig. 8>의 시카고 현대미술관(Museum of 

Contemporary Art Chicago)에 전시된 루이 비통 남성

복 수장인 버질 아블로(Virgil Abloh)의 전시가 그 사

례이다. 그는 자신이 CEO로 있는 스트리트 브랜드를 

바탕으로 전시를 기획하였으며, 100년이 넘은 루이 비

통의 브랜드 이미지에 자신만의 문화적 커뮤니케이

션을 통해 독특한 라이프스타일을 투영시켰다. 더 나

아가 영국 패션브랜드 제이더블유 앤더슨(JW Ander-

son) 및 로에베(Loewe)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활

약하고 있는 조나단 앤더슨(Jonathan Anderson)은 디

자이너가 아닌 전시 큐레이터로서 ‘Disobedient Bo-

dies’라는 제목으로 영국 햅워스 웨이크필드(The Hep-

worth Wakefield) 미술관 전시를 이끌기도 하였다(Fig. 

9). 인체 형태를 표현하는 이 전시는 독특한 실루엣을 

만들어낸 당대 패션디자이너 의상들과 영국 작가들

의 예술작품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앤더슨은 그

의 컬렉션에 나타난 젠더에 대한 물음과 패션디자이

너로서 현대 예술작품에 대한 오랜 열정을 전시 기획

하였다(“Disobedient Bodies”, 2017).

이러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아티피케이션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역량은 창의적 리더로서 엘리트 

문화를 대변해주는 패션에서의 예술적 실천 사례로, 

Fig. 7. Chanel SS 2014.

Reprinted from

Nessi (2013).

http://www.vfashionworld.com

Fig. 8. Abloh's Exhibition.

Reprinted from

Cogley (2019).

https://www.dezeen.com

Fig. 9. Disobedient Bodies.

Adapted from Disobedient Bodies:

JW Anderson curates the Hepworth 

Wakefield (2017).

https://hepworthwakefiel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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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잠재 고객에까지 이러한 절대적 미학으로 무

장한 디자이너의 스타 이미지는 제품의 예술성으로 

투사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가장 능동적인 아티피

케이션 실천방안으로, 대중은 제품을 넘어서 제작자

를 알고 싶어 하는데(Kawamura, 2018) 절반은 순수한 

기술로 절반은 절대적 미학으로 기획된 아티피케이

션을 통해 럭셔리 패션제품의 창조성, 희소성이 대량

생산으로 인한 브랜드 익명성에 희석되지 않았음을 

나타내고자 하는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브랜드 

창립자의 미학을 계승하면서 자신만의 스타일로 해

체를 시도하는 표현의지를 동시에 드러내는데, 이는 

낡고 오래된 이미지의 럭셔리 브랜드에 새로운 표현

미학을 통한 과감한 도전정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

다.

IV. 결   론

혁신과 창의성을 확대하는 것은 패션브랜드의 성

공과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특히 21세기 접어들

어 글로벌 럭셔리 패션브랜드의 대중화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창의성과 희소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은 

럭셔리 브랜드의 필수적 논쟁이 되었다.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럭셔리 패션브랜드가 인

플레이션 판매를 해결하기 위해 비예술성을 예술로 

변형시키는 과정인 아티피케이션을 브랜드 제품을 

통해 어떻게 전략적으로 프레이밍하는지 다양한 사

례를 분석하고 이를 유형화하여 연구하였다.

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품 프레임에 예술작품을 차용하는 것은 

유명한 작품이나 예술가들로부터 아이디어 일부를 

차용하여 진행되는데 이는 패션제품이 예술작품이 

되기 위한 보수적이며 표면적인 방식의 아티피케이

션이라 할 수 있다. 럭셔리 브랜드의 예술에 대한 오

마주적 태도로 관철되는, 이른바 작품을 그대로 차

용하는 방식은, 단순히 패션제품에 예술적 아우라를 

입히는 아티피케이션 방식이다.

둘째, 실험적 시도로서 기존 제품의 재해석을 통해 

예술가와 파트너쉽을 유지하며 럭셔리 브랜드는 예

술가의 국제적 명성과 인기를 제품에 가져오는 효과

를 누리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브랜드는 시장개척을 

위한 현지화 마케팅의 일환으로 현지 예술가들을 선

택함으로써 판매량을 늘리고 있었고, 개척하고자 하

는 시장의 엘리트 문화와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효과로 나타났다.

셋째, 미학적 장인으로 거듭나는 크리에이티브 디

렉터의 멀티 커뮤니케이션 역량은 럭셔리 패션제품

을 영속성의 가치를 지닌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승화

하며 이상화하였고, 이러한 아티피케이션을 통한 럭

셔리 패션제품의 창의적이고 엘리트적 예술 생산은 

2000년대 이후 럭셔리 패션제품의 대중화 및 유통 환

경 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능동적인 대처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예술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효과적인 매체로 럭셔

리 브랜드는 패션제품에 예술가를 중심으로 예술세

계를 끌어들임으로써 매스마케팅으로 사라져가는 

희소성에 대한 인식을 회복하고, 한층 혁신적인 경

쟁력을 갖추고자 한다.

본 연구는 럭셔리 패션브랜드의 아티피케이션 활

동을 아티피케이션 선행연구, 패션 전문 매체의 기사, 

그리고 브랜드 홍보 자료 등을 바탕으로 일련의 시리

즈로 지속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에 각

각의 사례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작성하는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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