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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design a fashion storytelling method, which is a strategic instrument for
constructing a fashion show with artistry and popularity, based on the principle and structure of storytelling. In order to
understand the concept and principle of storytelling composed of story and telling and to introduce storytelling into fashion
shows, we associated fashion design with the substance of a story, a show with the form of telling, and a fashion show with
storytelling. Based on these associations, we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fashion show and storytelling and developed
basic elements and structure necessary to design a fashion storytelling method. Through this study, we designed a fashion sto-
rytelling method with five steps, which are story planning, story development, fashion show structure design, fashion show pro-
duction, and fashion show execution. These steps were again classified into contents setting step, structure design step, and
expression step. The contents setting step included story planning and development for creating stories, and the structure design
step means the design of fashion show structure that adds telling to the stories. Lastly, the expression step included fashion
show production and execution that forms a storytelling by combining the stories and the t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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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스토리텔링은 사람들에게 감흥을 불러일으켜 삶을 이완시키

고 풍요롭게 해주는 유용한 커뮤니케이션 도구이다. 그러나 스

토리텔링은 다른 커뮤니케이션과 달리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메시지 수용 선택 여부를 요구하지 않는다. 즉, 청

중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상황 등에 따라 얼마든지 자

유롭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체험, 생각, 느낌이 스토리를 통해 전달되어 정서적 감

동이나 만족감을 얻게 되는 미적 경험을 하게 된다. 따라서 스

토리텔링에서 스토리는 사람들의 이성보다는 감성을 자극하여

상황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효율적인 도

구가 된다.

최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는 감성을 자극하는 스토리텔링

의 특성을 전략 수립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스토리텔링과 관

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시나리오 방식을 활용하여 각

자 특성에 맞도록 스토리를 적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스토리를 시나리오 방식으로 특정 상품이나 분야에 구축

하고 여기에 매체형식을 결합하여 스토리텔링을 이루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최근 패션을 포함한 디자인 분야에서도 시나

리오 방식을 통한 스토리텔링의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최혜실, 2006). 디자인에서 시나리오의 도입은 사용자의

잠재 니즈를 중심으로 사용자 중심적인 디자인 개발을 위한 방

법으로 현실성, 개연성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내어 고객들의 숨

은 욕구를 포착함으로써 미에 대한 욕망을 간접 경험으로 충족

시키고 감동을 주는 역할을 한다(김현화, 2007). 

패션 역시 추상적 혹은 구체적인 스토리를 가지며 스토리텔

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Morris(1977/2004)는 “모든 복장은

그 옷을 입은 사람의 신상을 아주 미세한 점까지 가르쳐준다.

옷을 입으면 반드시 사회적 신호를 전달하게 된다.”고 주장하였

으며, 복장을 제스처, 표정, 자세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신체 언

어의 한 부분으로 설명하였다. 김소영, 양숙희(2002)는 패션을

개인이나 집단이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의미와 가치를 생

산하고 교환하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설명하였다. 또

한 성유정, 권기영(2009)은 ‘패션디자인 프로세스와 스토리텔링

의 관계 정립에 관한 연구’를 통해 패션을 스토리텔링의 한 장

르로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패션은 스토

리 자체가 되기도 하고 스토리를 전달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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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각자의 방식으로 착용하고 보여주는 것은 스토리텔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시나리오 방식에 의한 스토리

텔링은 패션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시나리오 방식을 활용

하는 대표적인 장르로 패션쇼를 들 수 있다. 패션쇼는 디자이

너가 자신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반영하여 만들어낸 의상이나

액세서리를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소개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패션쇼가 진행되는 과정에는 소설보다는 짧지만 뚜렷하게 의미

를 전달하는 특정한 흐름 즉 스토리가 있다. 따라서 패션쇼는

스토리텔링의 특성을 활용하는 표현 장르로 설명할 수 있다. 

패션에서 스토리텔링과 관련해 발표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

면, 스토리텔링을 소설이나 고전 문학 등의 문화 원형으로 정

의내리고 이를 디자인에 접목시킨 연구(김현화, 2007; 정다운,

2007)와 스토리텔링을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기호학적 의미로

분석한 현대 패션 사진에 나타난 스토리텔링의 미적 특성 연구

(박미주, 2008)가 있다. 이상의 선행 연구에서는 기본적인 스토

리텔링의 개념 분석은 이루어졌으나 스토리텔링의 원리와 구조

에 대한 명확한 이해 그리고 이를 패션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

적인 방법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스토리텔링의 원리와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예술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갖춘 패션쇼를 위

한 전략적 도구로 패션 스토리텔링 기법을 설계하고자 하는 것

이다. 

1.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패션쇼가 스토리를 기반으로 하는 스토리텔

링의 한 장르임을 밝히고자 이상원(2001)의 ‘서사구조특성에 근

거한 테마파크 디자인에 관한 연구’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연

구 방법을 설정하였다. 

이상원(2001)은 ‘테마파크’를 서사구조를 따르는 기본속성을

지니는 것으로 설정하고, 테마파크에 수용되는 서사물의 이야

기 즉, 스토리를 ‘테마’로 설명하였다. 나아가 이를 표현하는 실

체가 바로 테마파크 그 자체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상의 선

행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자는 패션쇼에서 패션디자인을 스토

리의 실체로 하고 쇼는 텔링의 형식으로 그리고 이들이 결합하

여 표현되어지는 패션쇼는 스토리텔링 자체가 되는 것으로 설

정하였다. 

이는 스토리와 텔링으로 이루어지는 스토리텔링에 대한 개

념과 원리를 파악하여 이를 패션쇼에 도입하기 위한 연구 방법

으로 나아가 패션쇼 구성 과정이 스토리텔링의 구성과 유사한

흐름을 가질 것으로 예측하고 이들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스토리텔링의 이론적 고찰

2.1.1. 스토리텔링의 개념

스토리텔링은 ‘스토리(story)’와 ‘텔링(telling)’의 합성어로, 스

토리는 텔링의 대상 혹은 주체이고 텔링은 스토리를 표현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스토리텔링에서 스토리는 사전적 의미
1)
로 ‘

실제적 혹은 허구적 사건들을 순서에 따라 서술한 것’으로, ‘내

러티브(narrative)’와 동일하게 해석된다. 스토리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스토리는 목적에 맞게 잘 짜여진 동태

적 메시지 구조물로 설명할 수 있다. 텔링은 ‘말하다(tell)’와 ‘

현재진행형(-ing)’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말하다’는 단순히 말

한다는 뜻 외에 시각은 물론 촉각, 후각과 같은 다른 감각들까

지 의미하며, ‘현재진행형’이 결합되어 화자와 청자 간의 소통

행위가 이루어지는 상황 즉 현장성과 동시성까지 포함한다(최

혜실 외, 2007). 

이상의 스토리와 텔링의 의미와 특성들이 결합하여 상호적

인 스토리 전달 방식인 스토리텔링이 형성된다. 상호적인 전달

방식에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중요성과 스토리텔러와 향유자간

의 상호작용의 의미까지 포함한다.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제

안한 스토리텔링의 개념들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이상의 스토리텔링의 개념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음성을

통한 청각적 표현과 행위를 통한 시각적 표현이 어우러져 스토

리를 전달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Caputo(2003/2005)

가 제시한 개념은 다양화된 현 시대의 스토리텔링을 포괄적으

로 아우를 수 있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Fig. 1. 연구 방법

Table 1. 스토리텔링의 개념

학자 스토리텔링의 개념

류수열 외 (2007)
어떤 이야기를 만들거나 이야기를 남들에게 표

현, 전달하는 행위를 지칭

이은영 (2007)
화자와 청자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는 이야기

를 매개로 한 활동

Caputo (2003/2005) 무엇인가를 밖으로 표출시키는 방식

Denning (2001)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바를 재미있고 생

생한 이야기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행위의 

총제

National Storytell-

ing Association

 (1997)

특정 청중에게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

해 언어(language), 발성(vocalization) 그리고 물

리적 움직임과 행동을 사용하는 기술

Niles (2007)
말하기(telling)와 해석하기(interpreting)요소들

의 끊임없는 작용에 의한 공동작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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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스토리텔링의 요소와 구성

스토리텔링은 주어진 상황이나 관객에 따라 적절하게 다듬

어야 하는 여러 요소들을 가지고 있으며 역동적이면서도 지속

적인 프로세스이다(Fog et al., 2004/2008). 스토리텔링의 요소

는 스토리를 이루는 내용적 요소와 텔링을 위한 표현적 요소가

결합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스토리텔링의 구성에는 정형화

된 공식은 없지만 주어진 상황이나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 그리

고 향유자들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선행 연구들에서 제시한 스토리텔링의 요소와

구성을 토대로 네 가지 스토리텔링 요소와 네 단계의 스토리텔

링 구성을 도출하였다(Fig. 2) 

본 연구에서는 스토리텔링의 요소로 주제, 캐릭터, 갈등, 배

경, 플롯과 같은 기본적인 요소들을 모두 포함하면서 동시에 이

들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즉 방법적인 측면까지 고려한 조은

하와 이대범(2006)의 네 가지 스토리텔링 요소들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문자적 요소는 책이나 문서로 기록된 스토리의 가장 기본적

인 요소이며 글이나 문자, 텍스트 뿐 아니라 숫자, 기호 등 모

든 문자 관련 요소들을 포함한다. 여기서 말하는 텍스트는 문

자로 된 데이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조은하, 이대범,

2006). 시각적 요소는 스토리 속의 등장인물과 설정된 배경을

구체화하고, 현실감이나 생동감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시각

적 묘사를 포함한다. 청각적 요소는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향유자들에게 분명하게 스토리를 전달하는데 필수적

인 요소이며, 이는 단순히 스토리 전달 뿐 아니라 향유자들의

감정까지 고조시킬 수 있는 요소까지 포함한다. 가상적 요소는

디지털 기술이나 특수 효과 등 기술적인 부분과 관련된다. 이

는 가상의 시·공간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요소들을 의미한다.

스토리텔링의 구성은 선행 연구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네 단계로 제안하였다. 

첫째, 스토리 탐색은 스토리의 주제를 설정하기 위해 주변의

다양한 소재들을 수집·분석하는 단계를 의미하고, 둘째, 스토

리 기획은 수집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컨셉을 설정하고 그에 따

른 스토리 전개 방향과 타깃 범위를 설정하는 단계이다. 이 단

계에서는 앞서 언급한 시놉시스 구축하기의 과정을 포함하므로

앞으로 전개할 스토리에 대한 개괄적인 줄거리를 작성하는 작

업까지 해당된다. 셋째, 스토리 구축은 스토리텔링 구성에서 핵

심적인 단계로 앞 단계에서 설정된 스토리의 전개 방향과 범위

에 맞추어 캐릭터를 구축하고 시간적·공간적 배경을 설정하

여 이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플롯으로 구성하는 과정들로 이루

어진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향유자들에게 스토리의 컨셉과 메

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전략 수립 과정까지 포함된다. 넷째, 스

토리텔링은 앞서 계획된 전략을 실행에 옮기는 최종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향유자들은 완성된 스토리에 몰입하고 정서적 유

대감을 형성하여 감성을 공유하게 된다. 

스토리 구축 단계에서 언급한 플롯은 스토리텔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이야기의 짜임을 의미한다(Kimberly, 2000). 전

체적인 스토리가 약하더라도 플롯이 제대로 설계되면 훌륭한

작품으로 완성될 수 있다. 따라서 스토리가 스토리텔링의 기본

이 되는 요소라면 플롯은 스토리텔링을 완성시키는 본 작업 단

계로 설명할 수 있다. 

2.2. 패션쇼의 이론적 고찰

2.2.1. 패션쇼의 개념

패션쇼는 단순한 정보 전달 기능을 넘어 패션의 아이디어를

재 강화시킬 수 있는 즐거움을 동반한 오락적인 기능 즉 관객

의 주의를 끌만한 이벤트적 성격을 갖추어야 한다(Diehl,

1976). 특히, 현대 패션쇼는 예술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갖추기

위해 시각적·행위적 측면에 비중을 현대 매체의 다양한 창작

적·공연적 요소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여기에 인터넷, 케이

블 등 다양한 대중 매체들이 등장하면서 좀 더 쉽게 패션쇼를

접할 수 있게 되어 문화생활의 하나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적합한 패션쇼를 만들기 위해서는 패션쇼의 개

념에 대한 이론적 고찰이 필요하다. 패션쇼의 개념에 대한 선

행 연구들을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이상의 개념들은 공통적으로 패션쇼를 상품이나 이미지를 보

여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는 반드시 ‘관객’이라는

Table 2. 패션쇼의 개념

학자 패션쇼의 개념

김진숙 (2004)
음악과 무대 연출로 시청각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쇼를 통해 실제 모델이 상품을 입고 제시, 연출함으로써 최신 

유행 상품이나 페션브랜드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마케팅 수단.

신영옥 (2005)
소비자와 기업이 함께 공감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개성적인 표현의 표출와 직접적인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장으로 연출되는 것.

엄소희, 유진경 (2006)
각 시즌마다 새로운 컬렉션을 소개하기 위한 프리젠테이션의 하나로 조명, 무대, 음악이 설치되어 있는 특정한 

장소에서 모델을 통하여 새로운 상품을 관객하여 입체적으로 시각적인 차원으로 보여주는 상품 판매촉진 활동.

장안화 (2002)
새로운 시즌에 앞서서 패션경향을 전달하는 복장 및 그 밖의 제품을 모델이 착용하고 쇼 형식으로 진행되며 판

매촉진의 수단으로 고객에게 유행 경향 등을 제시하고 상품을 소개하는 것.

패션 큰 사전 (1999)

하이패션의 주문복을 하는 오뜨꾸띄르 디자이너들의 창작 작품이나 프로테포르테에 참여하는 메이커가 시즌에 

앞서서 발표하는 작품들, 또는 발표회를 말하며 특히 여러 이미지와 테마로 이루어진 것을 함께 모았다는 의미

가 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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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의 대상이 있으며 이들의 참여가 함께 이루어진다. 따라서

현대 패션쇼는 일방적으로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관객들과의 감정을 소통할 수 있는 상호 작용적인 특성을 지녀

야 한다. 

2.2.2. 패션쇼의 요소와 구성

패션쇼의 요소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신영옥(2005)

은 패션쇼의 요소는 접근하는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선정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패션쇼를 기획하고 제작하기 위한 기본적

인 요소를 중심으로 내적 요소와 외적 요소로 분류하였다. 내

적 요소로는 주제, 연출, 장소, 관객, 홍보, 예산을, 외적 요소

로는 모델, 무대, 음악, 조명, 의상을 제시하였다. 윤성림과 이

재정(2001)은 무대장치와 관련된 요소로 무대, 조명, 영상, 효

과, 모델, 관객, 음향을 분석하였다. Everett and Swanson

(1996)은 패션쇼 기획 요소들로 주제, 장소, 관객, 의상, 모델,

무대, 안무, 음악에 대해 설명하였다. 

본 연구자는 패션쇼의 요소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중심으

로 연출을 위한 요소와 무대 제작을 위한 요소로 도출하였다.

연출을 위한 요소는 의상을 포함하여 쇼의 컨셉을 표현하기 위

한 요소들을 의미하며, 이는 컨셉을 상징적 혹은 직접적으로 관

객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무대

제작을 위한 요소는 무대를 디자인하고 세트를 제작하는데 필

요한 요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는 연출을 위

한 요소보다 좀 더 세부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출을 위한 요소에는 의상, 모델, 장소, 안무가 포함되

고, 무대 제작을 위한 요소에는 무대, 음악, 조명, 특수 효과가

포함되는 것으로 도출하였다. 

연출을 위한 요소에 대해 살펴보면, 의상은 옷 뿐 만 아니라

신발, 액세서리까지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패션쇼의 주체이자

표현 대상이 된다. 선정된 의상을 색상, 스타일, 디자인, 유행

성, 주제의 통일성 등에 따라 여러 그룹으로 분류하고, 각 그

룹 내에서 의상들이 잘 조화되도록 구성한다. 모델은 무대 위

에서 자신의 행동, 움직임을 통해 의상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

다. 의상 외에 헤어와 메이크업 그리고 표정연기와 캣워크를 통

해 의상과 함께 자신의 개성까지 표현할 수 있다. 나아가 디자

이너 혹은 브랜드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이를 관객들에게 간접

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장소는 패션쇼의 목적, 유형, 대

상, 비용, 연출 효과 등에 따라 선정 기준이 다양하다. 주제와

어울리고 의상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곳, 관객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곳, 무대 연출과 제작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공간

확보가 가능한 곳 등 여러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안무는 관객

들에게 패션쇼의 주제와 디자이너의 의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기획된다. Everett and Swanson(1996)은 패션쇼

에서 안무는 특정한 무용 뿐 아니라 런웨이 위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모델의 워킹과 표정연기, 춤동작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설

명하였다. 또한 주제, 의상, 음악이 쇼의 느낌과 외형을 반영하

는 요소들이라면, 안무는 쇼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역할까지

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상의 연출 요소들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무대 제작을 위

한 요소들을 살펴보면, 무대는 전달하고자 하는 의상과 관객이

만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연출하기 위한 특수한

목적을 지닌 기능적인 공간이다(윤성림, 이재정, 2001). 무대는

다시 배경과 런웨이로 구분되는데 배경은 쇼의 주제를 강화시

키기 위해 세워지고 런웨이는 모델들이 걸어 나가는 주행로를

의미한다. 

음악은 쇼의 전체적인 분위기, 스테이지 전환 그리고 관객들

의 감정 등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 뿐 아니라 시

각적인 무대에 청각적 개념을 도입하여 모델들의 워킹과 연기

를 이끌어주고 역동성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한다. 패션쇼는 언

어적·문자적 해설보다는 시각적 움직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

는 형식이므로 배경음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음악은 적절

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직접적으로 관객들을 흥분시키고 쇼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켜준다. 

조명은 일반적으로 기술적인 측면을 많이 요구하지만 무대

에서의 조명은 예술적 창작 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요

소(명영화, 1999)로서 무대 위의 대상을 밝혀 주는 역할 뿐 아

Table 3. 패션쇼 기획 과정에 관한 선행 연구

학자 패션쇼 기획 과정

김지영
(2006)

쇼의 

주제 설정

관객 선정 및 

초대장 우송

예산안 

편성

공간 및 

무대 디

자인

장소 선정 홍보 및 광고 리허설 보험 계약 기타 쇼 끝나 후 행사 기록

이기열
(2002)

쇼의 

컨셉설정

작품수와 소품

류 차트화

무대세트

협의

작품

구성
모델 오디션 보험계약 리허설 세트 점검 시스템 확인 장소 복원 쇼 기록

한정미
(1988)

쇼 주제 관객

, 예산, 장소 

결정

작품 결정
1차 

미팅

작품 

구성
2차 미팅

좌석배치와 

보험계약
3차 미팅 리허설 쇼 상연 쇼가 끝난후 평가

Everett & 

Swan-

son(1996)

사전기획 예산 수렵 

퍼블리 

시티와

광고

의상 

선정

모델선정과 

교육
무대구성 안무 음악 리허설 쇼 상연 쇼 평가

Diehl

(1976)
사전기획 얘산안 편성

상품선별 

및 구성

의상 구

성

모델 선정과 

교육

무대 및 세트

제작
홍보전략

퍼블리 시티

와 광고
리허설 쇼 상연 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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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시각적, 감각적 효과까지 포함한다. 즉 조명은 무대 위의

작품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모델의 연기를 한층 더 생동감 넘

치도록 표현하여 주목성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가진다. 

조명, 음악과 더불어 시·청각적 효과를 극대화시켜 주는 요

소인 특수 효과는 무대에서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하여 다채로

운 효과를 내는 것으로, 대표적인 특수 효과로는 스모그(smog)

또는 포그(fog), 그리고 물방울을 들 수 있다(함유선, 2006). 이

처럼 특수 효과에는 패션쇼의 이미지에 맞는 시각적 효과가 주

를 이루며 이 외에 청각적 특수 효과인 음향 효과도 포함된다.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컴퓨터 애니메이션, 입체

영상 등 디지털 영상물들에 의한 특수 효과 연출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상의 패션쇼 요소들을 활용하여 패션쇼를 구성하기 위해

서는 먼저 패션쇼 기획 과정에 대해 분석해야 한다. 선행 연구

들(김지영, 2006; 이기열, 2002; 한정미, 1988, Everett &

Swanson, 1996; Diehl, 1976)에서 제시한 패션쇼 기획 과정을

정리하면 Table 3과 같다. 

이상의 패션쇼 기획 과정들은 크게 패션쇼 사전 기획, 연출

과 진행, 홍보와 광고, 그리고 행사 후 처리와 평가로 분류되

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중 관객의 선정, 예산 기획, 홍보와 광

고, 보안 등의 쇼 연출 외의 업무 요인들은 제외시키고 연출

과정을 중심으로 패션쇼의 구성을 제안하였다. Fig. 3에서는 본

연구자가 제안한 패션쇼의 요소와 구성을 패션쇼 기획 과정과

함께 제시하였다. 

패션쇼의 구성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주제 및 컨셉 설정

단계에서는 쇼에서 선보일 의상과 타깃 고객들에게 맞추어 주

제 및 컨셉을 결정하게 된다. 패션쇼에서는 디자인 과정에서 설

정된 컨셉 즉 의상에 반영된 주제를 중심으로 이와 연계된 또

다른 주제 및 컨셉을 설정하게 된다. 

둘째, 기획 방향 설정은 패션쇼 연출을 위해 쇼의 목적과 디

자이너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포함된 기획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전체적인 흐름을 간단하게 보여줄 수 있는 시놉시스

와 공연 설계를 종합한 내용들이 포함된다. 

셋째, 패션쇼 연출 단계는 앞서 설정된 주제와 기획 방향에

맞추어 의상을 표현하는 것이다. 같은 컨셉을 가진 의상이라도

어떻게 연출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 이 단계는 다시 연

출과 무대 제작으로 구분되며 각 부분에 해당하는 구성 요소로

는 의상, 모델, 장소, 안무 그리고 무대, 음악, 조명, 특수 효과

가 있다. 패션쇼에서 연출은 전체적인 스타일을 결정짓는 것이

다. 넷째, 패션쇼 진행은 기획된 패션쇼를 관객들에게 소개하는

단계이다. 모델들의 연기, 배경 음악, 환상적인 조명 등이 어우

러져 무대라는 하나의 공간 안에서 다양한 차원의 스토리를 생

생하게 보여주게 된다. 

3. 패션 스토리텔링 기법 설계

3.1. 패션쇼와 스토리텔링의 관계

디자이너는 자신의 스토리를 텔링하기 위한 방법으로 패션

디자인을 쇼 형식으로 구성한 패션쇼를 연출하게 된다. 따라서

패션쇼는 패션디자인 프로세스를 통해 완성된 패션디자인 즉

의상이나 액세서리 등을 돋보이게 표현하기 위한 또 하나의 스

토리를 엮어가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패션쇼 구성과

스토리텔링 구성을 비교·분석한 결과는 Fig. 4와 같다.

패션쇼의 구성과 스토리텔링의 구성을 단계별로 비교·분석

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주제 및 컨셉 설정은 스토리 탐색의 소재 수집 및Fig. 2. 스토리텔링의 요소와 구성

Fig. 3. 패션쇼의 요소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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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단계와 스토리 기획의 컨셉 설정 단계를 포함하는 단계이

다. 패션쇼에서는 패션디자인 프로세스에서 완성된 패션디자인

의 주제 및 컨셉 즉, 메인 스토리와 연계된 주제 및 컨셉 즉,

서브 스토리를 설정해야 한다. 패션디자인 프로세스에서 설정

된 메인 테마를 중심으로 소재들을 탐색하고, 탐색된 소재들은

선별·분류하여 메인 테마에 연계된 서브 테마를 설정하게 된

다. 또는 또 하나의 서브 테마를 설정하지 않고 메인 스토리의

테마를 그대로 연장시켜 쇼 형식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다. 이

단계에서는 컨셉 설정을 위해 소재를 수집 과정에서 문자적 요

소, 시각적 요소 그리고 청각적 요소를 활용하게 된다.

두 번째, 기획 방향 설정은 스토리 기획 단계에서 전개 방향

을 설정하는 과정과 관련된다. 기획 방향은 디자이너의 목적과

의도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된다. 기획 방향을 설

정하기 위해서는 시놉시스의 작성이 필요하다. 시놉시스에는 반

드시 디자이너 목적과 의도, 컨셉을 명확하게 밝혀주어야 하며,

앞으로 전개할 스토리에 대한 대강의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한다.

시놉시스는 본격적인 쇼 연출과 무대 제작 스타일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단계에서는 시놉시스와 기획서 작성을

위한 문자적 요소와 컨셉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시각적

요소와 청각적 요소도 함께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패션쇼의 컨

셉에 대한 명확성을 갖추어야 한다. 

세 번째, 패션쇼 연출은 스토리 구축을 의미한다. 스토리텔

링의 구성에서 스토리 구축 단계는 스토리를 전개하는 과정이

다. 패션쇼 연출 단계 역시 앞서 작성된 시놉시스를 구체적인

패션쇼 스토리로 가공하는 과정이다. 패션쇼의 스토리 가공은

의상, 모델, 장소, 안무, 무대, 조명, 음악, 특수효과와 같은 패

션쇼의 요소들을 설정하는 것이다. 패션쇼의 스토리는 타깃 고

객들의 호감을 살 수 있는 가상 인물을 설정한다. 가상 인물은

의상, 헤어와 메이크업까지 모두 갖춘 모델에 의해 시각화되며,

이를 통해 관객들은 소설을 읽고 꿈꾸는 독자처럼 몰입하게 된

다. 이처럼 스토리 속 등장인물로부터 자신의 모습을 찾으며 쉽

게 빠져들 수 있는 관객들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며, 좋

은 스토리를 갖춘 패션쇼를 구성할 수 있다. 여기에 다양한 시

각적, 청각적 효과들이 더해져 구체적인 시각적 상세함을 갖추

고 있어야, 관객들의 마음속에 이미지가 그려지게 된다. 스토리

구축에서 핵심은 플롯을 결정하는 것으로, 스토리의 구조 틀을

만드는 것이다. 플롯 구성은 패션쇼에 다른 장르를 거부감 없

이 결합시킬 수 효과적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한 류수열 외(2007)이 제안한

네 가지 플롯 구성 방식을 패션쇼 연출 단계에 도입하였다. 패

션쇼 연출 단계에서는 본격적인 쇼 형식을 전개하기 위해 문자

적 요소, 시각적 요소, 청각적 요소 그리고 가상적 요소 모두

를 활용할 수 있다. 이상의 구성 방식과 요소들을 활용하여 스

토리를 전개할 때 시간적 연속성이나 시간적 복합성에 따라 스

토리를 전개하는 것이 디자이너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시간적 복합성은 스토리의 흐름이 연속된 순차적 흐

름이 아니라 시간적 순서가 뒤섞이거나 단절된 복합적인 흐름

을 의미한다. 연출을 구성하는 과정에서는 스토리를 효과적으

로 표현하기 위해 역동성, 주목성, 긴장성, 참여성과 같은 특성

을 갖추게 된다. 또한 패션쇼에서는 특정한 개인적, 사회적 조

건을 갖춘 가상의 인물을 설정하여 특수성을 갖춘 스토리를 구

성하게 된다. 이 때 특수성은 개별성에서 보편성으로 전환하는

양극단의 중간지점을 의미하는 것으로(최혜실, 2006), 스토리텔

링을 반영한 패션쇼에서는 중요한 특성이다.

네 번째, 패션쇼 진행은 위의 모든 과정들을 거쳐 완성된 패

션쇼를 선보이는 스토리텔링 단계이다. 최종적인 패션쇼 상연

에 앞서 리허설과 최종 시스템 체크가 이루어진다. 패션쇼 진

행 단계에서 패션 디자이너는 스토리텔러의 역할을 하며, 쇼 연

출과 관련된 패션쇼 디렉터는 스토리 전개에 중요한 보조 역할

을 하게 된다. 패션쇼가 상연이 되면, 디자이너와 함께 모델도

행동, 움직임으로 패션을 이야기하는 스토리텔러로서 역할을 하

게 된다. 패션쇼 진행을 위해서는 시각적 요소와 청각적 요소

가 중심적으로 활용되며, 이와 더불어 주제나 컨셉을 강조하기

위해 문자적 요소와 가상적 요소를 부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최종적으로 패션쇼를 상연하는 스토리텔링의 단계에서는

현장성과 상호 작용성을 갖추어야 한다. 현장성은 상연이 되고

있는 순간을 패션쇼 관객들이 생생하게 느끼게 되는 특성이고,

상호 작용성은 관객들이 패션쇼를 보면서 디자이너 혹은 모델

들과 간접적으로 교감하게 되는 특성을 의미하며, 이상의 특성

들은 스토리텔링에서도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다. 

3.2. 패션 스토리텔링 기법 설계

패션쇼는 패션디자인과 예술적 요소 그리고 인문학적 요소

가 결합된 구조체로 설명할 수 있다. 패션쇼는 의상, 액세서리

와 관련된 패션디자인 요소, 무대, 음악, 안무 등과 관련된 예

술적 요소 그리고 이 요소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조합시키는 스

Fig. 4. 패션쇼에 나타난 스토리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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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리와 관련된 인문학적 요소를 가진다. 스토리를 활용한 패션

쇼는 감각적 자극에 민감한 현대 소비자들의 성향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전략이 된다. 패션은 구체적인 대상보다 추상적인 대

상을 주제로 디자인을 전개하는 경우가 많다. 추상적인 주제를

토대로 패션쇼를 구성할 때, 이를 구체적인 스토리로 만들어 쇼

를 전개한다면 효과적으로 주제를 전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예술성과 대중성을 고루 갖춘 체계적인 패션쇼를 구

성하기 위해서는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기법이 필요하다. 본 연

구에서는 이를 위해 패션 스토리텔링 설계하였으며, 이는 스토

리텔링 구성에 기초한 패션쇼 프로세스라고 설명할 수 있다. 패

션 스토리텔링 기법을 설계하기 위해 선행 연구로 스토리텔링

의 요소와 구성을 파악하고, 이를 기준으로 패션디자인 프로세

스에 나타난 스토리텔링의 요소와 흐름을 고찰하였다. 또한 패

션쇼에 나타난 스토리텔링의 요소와 구성을 고찰하여 패션 스

토리텔링 기법에 활용할 기본틀을 마련하였다. 

패션 스토리텔링 기법을 설계하는 과정은 Fig. 5와 같다. 

패션 스토리텔링 기법 설계 과정은 스토리텔링과 패션쇼의

관계 분석을 토대로 패션쇼 구성에 스토리텔링 기법을 도입하

여 다섯 단계의 패션 스토리텔링 기법을 설계하였으며, 이는 다

시 크게 내용 설정 단계, 구조 설계 단계 그리고 표현 단계의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내용 설정 단계는 스토리와 관련된 기초 단계로 스토리 기

획과 스토리 전개가 이루어진다. 구조 설계 단계는 스토리에 텔

링이 더해지는 것으로 패션쇼의 성격과 스타일 나아가 스토리

텔링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표현 단계

는 스토리와 텔링이 결합된 최종 목표인 스토리텔링을 의미한

다. 이 단계에는 패션쇼 연출과 리허설이 포함되며, 이 단계를

거쳐 패션쇼가 이루어진다. 

첫째, 내용 설정 단계는 스토리 기획과 스토리 전개로 분류

된다. 스토리 기획에서는 패션쇼의 목적과 디자이너의 의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하고, 이에 적합한 주제 및 컨셉을 결정

하게 된다. 패션쇼의 주제 및 컨셉은 패션디자인 즉 의상과 연

계된 또 다른 하나의 주제를 설정하거나 여러 개의 컨셉을 동

시에 설정하기도 하고 또는 패션디자인의 주제를 그대로 활용

하기도 한다. 패션쇼의 주제는 디자이너들의 성향이나 환경 혹

은 각자의 의도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문화, 역사, 사회 혹은

주변의 일상적인 요소들을 통해 영향을 받기도 하고, 추상적인

개념 접근이나 디자이너의 상상 속에서 탄생한 허구적인 요소

들도 있다. 

스토리 전개는 인물과 배경을 설정하고, 전체적인 스토리의

성격을 결정하여 패션쇼 시놉시스를 작성하는 단계이다. 패션

쇼 스토리 속의 인물은 모델들을 통해 여러 가지 유형으로 시

각화된다. 패션쇼에서는 중심인물과 주변인물의 구분 없이 무

대 위에 오르는 모델들은 모두 주인공의 역할을 한다. 하나의

컨셉을 중심으로 모든 모델들이 동일한 스타일로 연출되기도

하고, 스테이지별로 각기 다른 컨셉의 인물을 그려내기도 한다.

비록 여러 가지 성격을 지니는 인물이라 하더라도 의상 컨셉에

서 연상되는 상징적 이미지와 유행에 민감한 타깃층에게 어필

할 수 있는 이상형 혹은 트렌드세터의 모습이 반영되어야 한다.

배경 설정은 인물의 성격이나 이미지를 강조해줄 수 있는 환경

을 조성하는 것이다. 배경은 패션쇼장을 찾은 관객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인물이 처한 상황과 스토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

는 시각적 정보를 제공해준다. 

인물과 배경의 설정과 함께 전체적인 스토리의 성격을 결정

해야 한다. 앞서 패션쇼에 나타난 스토리텔링에서 언급한 특수

성을 바탕으로 시간적 연속성 혹은 복합성에 따라 상황 전개가

이루어진다. 순차적으로 스토리가 전개되는 경우는 시간적 연

속성을 가지고, 시간적 흐름이 단절되거나 뒤섞여 전개되는 경

우는 시간적 복합성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설정한 인물과 배경 그리고 스토리 성

격을 반영하여 대강의 줄거리 즉, 시놉시스를 작성하여 앞으로

전개할 패션쇼 시나리오에 대한 기본틀을 마련한다. 

둘째, 구조 설계 단계는 전개된 스토리에 쇼 형식을 더하여

패션쇼를 구성하는 단계이다. 스토리의 진행과정에 맞는 구성

방식을 선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요소들을 선

택한다. 구체적인 패션쇼 구조 설계에 들어가기에 앞서 전반적

Fig. 5. 패션 스토리텔링 기법 설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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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쇼의 성격을 결정한다. 즉흥적인 연출로 우연의 효과를 활

용할 것인가 아니면 계획적인 연출로 의도된 효과를 연출할 것

인가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패션쇼 구조 설계 방향도

달라진다. 

스토리 구성 방식은 앞서 언급한 단순 구성, 복합 구성, 액

자형 구성 그리고 옴니버스형 구성의 네 가지 플롯 구성을 따

른다. 네 가지 방식 중에서 짧은 시간 내에 스토리를 효과적으

로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한다. 예를 들면, 주인공이 성

장해가는 모습, 변화해가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순차적

흐름으로 전개되는 단순 구성을, 여러 개의 컨셉을 동시에 표

현하고 싶을 때는 복합 구성이나 옴니버스형 구성을, 그리고 일

정하게 흘러가는 스토리에 회상 장면이나 추가적 정보가 되는

장면 혹은 스토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엉뚱한 장면을 삽입하여

재미를 유발하고자 할 때 액자형 구성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표현 요소에는 스토리텔링의 요소로 도출한 문자적 요소, 시

각적 요소, 청각적 요소, 가상적 요소가 있다. 패션쇼는 스토리

를 시각화시키는 것이 중점을 두는 것이므로, 시각적 요소는 패

션쇼의 핵심이 된다. 따라서 시각적 요소를 중심으로 이를 돋

보이게 하는 요소들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시각적 요소

에는 기본적으로 의상과 액세서리, 모델, 무대 그리고 안무가

포함되며, 이 단계에서는 의상을 스테이지별로 구성하고, 그에

맞게 모델을 선별한다. 또한 모델들이 무대 위에서 스토리와 이

미지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안무를 계획한다. 안무를 계

획할 때는 역동성과 주목성을 고려하여, 관객들의 시선을 유도

할 수 있는 몸짓을 구상해야 한다. 무대는 스토리의 배경을 시

각적으로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며, 이는 추상적 혹은 구체적인

디자인으로 제작된다. 예를 들면, 역사적 사건이나 특정 장소를

배경으로 하는 경우,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소품이나

실제 그 장소와 똑같은 무대를 제작한다. 또는 상징적인 의미

로 무늬나 색깔을 활용하여 추상적인 무대를 구성하기도 한다.

무대 디자인과 함께 조명과 음악 연출도 결정해야 하고, 특수

효과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음악은 전반적인 쇼의 분위

기와 의상을 입은 모델들의 안무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선택해

야 한다. 또한 스테이지별 내용 변화에 맞추어 적절한 변화도

연출해야 한다. 조명의 종류는 무대 디자인과 음악이 연출하고

자 하는 분위기에 따라 결정된다. 무대 전체와 의상을 명확하

게 전달하기 위한 조명, 의상과 모델만을 강조한 부분적인 조

명, 오프닝과 피날레에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한 조명

등 의도와 목적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 조명 선택 후에는 특수

효과 사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수 효과는 부가적인 요소로

과거에는 주로 안개 효과나 효과음을 사용하였고, 최근에는 디

지털 기술을 접목시켜 스토리와 관련된 영상물이나 상징적 혹

은 대표적 이미지를 스크린에 상영하는 방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셋째, 표현 단계에서는 패션쇼 연출과 리허설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패션쇼 진행에 이르게 된다. 패션쇼 연출은 앞 단

계에서 결정된 표현 요소들을 구성 방식에 따라 하나의 쇼로

엮어내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다

양한 효과를 적용하게 되고, 리허설을 통해 이들을 테스트하게

된다. 리허설은 완성도 있는 패션쇼를 연출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구조 설계 단계에서 예상했

던 효과가 형성되는지 체크하는 과정이다. 이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긴장성과 현장성, 그리고 관객의 참여성이나 상호 작

용성으로, 이들이 충분히 쇼 연출에 반영되었는지 판단해야 한

다. 만약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다시 구조 설계 단계로 되

돌아가거나 아니면 더 근본적인 내용 설정 단계로 피드백이 이

루어져야 한다. 최종적으로 검증된 패션쇼는 관객들의 평가를

받기 위해 선보여진다. 

이상의 패션 스토리텔링 기법을 정리하면 Fig. 6과 같다.

4. 결     론

스토리텔링은 현장성과 동시성을 가지는 단어로 스토리가 다

양한 형식으로 표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형식은 매체로 해석할 수 있으며 언어 뿐 아니라 행위, 그리고

그림과 같은 시각적 형식까지 혼합되어 나타난다. 이때 스토리

텔러나 향유자의 취향이나 능력에 따라 스토리의 진행은 다르

게 나타난다. 

패션에서 스토리텔링과 관련된 범주로 넓게는 패션디자인 프

로세스, 좁게는 패션쇼를 들 수 있다. 패션쇼는 패션디자인 프

로세스 과정에서 완성된 패션디자인에 쇼 형식을 결합하여 스

토리를 표현하는 것이므로 스토리텔링의 한 장르로 확대·해

석할 수 있다. 따라서 패션쇼의 대상인 패션디자인은 스토리이

고, 쇼 형식은 텔링의 방식으로 두 가지가 결합하여 패션쇼가

Fig. 6. 패션 스토리텔링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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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되고 이것이 곧 스토리텔링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토리텔링을 패션쇼에 적용할 수 있

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패션쇼와 스토리텔링의 관

계 분석을 근거로 패션쇼를 위한 패션 스토리텔링 기법을 설계

하였으며, 이상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스토리텔링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스토리텔링의 요소

와 구성을 도출하여 패션 스토리텔링 기법 설계를 위한 기본틀

을 마련하였고 이와 함께 패션쇼의 요소와 구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 네 단계의 패션쇼 구성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패션

쇼에 나타난 스토리텔링을 분석하기 위해, 패션쇼의 구성과 스

토리텔링의 구성을 비교·분석하여, 공통적으로 활용된 요소와

특성들을 도출하였으며, 도출한 요소와 특성 그리고 네 단계의

패션쇼의 구성을 토대로 패션 스토리텔링 기법을 설계하였다. 

패션 스토리텔링 기법은 내용 설정 단계, 구조 설계 단계 그

리고 표현 단계로 설계하였다. 각 단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용 설정 단계는 스토리와 관련된 기초 단계로 스토

리 기획과 스토리 전개로 이루어진다. 스토리 기획에서는 의상

과 연계된 주제 또는 컨셉 즉, 서브 스토리를 설정한다. 스토

리 전개는 스토리 기획에서 정해진 주제 또는 컨셉 그리고 인

물과 배경을 스토리로 엮어가는 것으로, 간략한 줄거리나 또는

전반적인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시놉시스 형태로 작성된다. 

둘째, 구조 설계 단계는 스토리에 쇼라는 텔링 형식을 더해

패션쇼를 구성하는 단계이다. 스토리 진행에 적합한 표현 요소

들을 선택하고 이들을 효과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

한다. 표현 요소는 패션쇼에 나타난 스토리텔링의 요소로 도출

한 문자적 요소, 시각적 요소, 청각적 요소, 가상적 요소를 활

용한다. 패션쇼는 스토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므로, 시

각적 요소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모든 패션쇼에 포함된다. 구

성 방식은 스토리텔링 구성에서 언급한 단순 구성, 복합 구성,

액자형 구성, 옴니버스형 구성의 네 가지 플롯 구성을 따른다.

표현 요소와 구성 방식의 선택을 토대로 패션쇼의 요소로 도출

한 의상, 모델, 안무, 장소, 무대, 조명, 음악, 특수 효과를 결정

한다. 의상은 패션쇼 스토리에 맞게 구성하고, 의상에 적합한

모델을 선별하고 무대를 제작한다. 무대는 스토리의 배경을 시

각적으로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며, 조명과 음악 연출도 함께 고

려하여 설계한다. 이 때 효과적인 스토리 전달이나 관객들의 관

심을 유도하기 위한 특수 효과의 사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셋째, 표현 단계에서 패션쇼 연출은 구조 설계 단계에서 결

정된 표현 요소들을 구성 방식에 맞게 조합하여 하나의 쇼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쇼를 표현하는 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효과들을 적용하게 되고, 이들의 효과는 리허설을 통해

평가하게 된다. 패션쇼 진행에는 시스템 체크와 리허설 그리고

최종 목표인 패션쇼 상연이 포함된다. 패션쇼 상연에서는 향유

자들이 쇼의 현장성과 긴장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연출해

야 하고, 이들의 참여성과 상호 작용성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이상에서 설계한 패션 스토리텔링 기법은 스토리텔링을 활

용하여 주제를 전달하고, 예술성과 대중성을 고루 갖춘 체계적

인 패션쇼를 구성하는데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본 연구

에서 설계한 패션 스토리텔링 기법을 하나의 교육적 프로세스

로 범주화하고 실무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실제 기법을 활용

하여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대한 실험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후속 연구로 패션 스토리텔링 기법의 효과

와 특성을 밝히기 위해 실제 패션쇼에 활용된 패션 스토리텔링

에 관한 사례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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