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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21st century is the age when a sensational image has more explanatory power and can deliver a more 
powerful message than a message consisting of logical thinking. Powerful visual images create a big impact on 
many people throughout the world, overcoming linguistic barriers and even replacing language as a means of 
communication. In the fashion field, the concept and power of visual images within the new multimedia of the 
21st century are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In recent years, other than the above methods, videos, movies 
and animation features have been produced directly to enhance visual effects and attempts are increasing to use 
these new tools as communication methods. This study focuses on animation contents that have been used in the 
fashion industry to overcome prejudice of luxury international brands that feature images that emphasize value, 
quality and heritag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ocus on the specific character of fashion animation in order 
to overview the concept of 21st video fashion communication and to show how the collection concept that includes 
color and detail places an emphasis on visual images. Analysis of previous research, theoretical research through 
literature and case study on Prada fashion animation led to the following conclusion. The common features of two 
different Prada fashion animation show that both animation have the following features in common : realism, 
dramatic impact and convergence for expression methods, and creativeness, hybrid and a happy ending for contents. 
Beginning with this study, I believe that various angles of interest and concern about communication in the fashion 
world, which is a social and cultural phenomenon that changes rapidly, can be will be looked at and learned from.

Key words: video fashion communication(영상 패션 커뮤니케이션), visual image(시각 이미지), fashion animation 
(패션 애니메이션), Prada(프라다).

  

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1세기는 논리적인 사고보다 감각적 이미지가 

더 많은 것을 설명하고 전달하는 시대로, 이미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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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메시지 전달 욕구는 뉴 미디어 시대가 도래하
면서 시각 매체의 급격한 발전을 초래하였다. 시각 
이미지는 보다 큰 힘을 가지고 언어적 제약 없이 
전세계에 걸쳐 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으며, 사진 한 장이나 영상 한 프레임이 백 
단어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국제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다. 패션 분야에서도 21세기 멀티 미디어 시대
에 와서 시각 이미지의 개념은 그 어느 때보다 핵
심적이고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런 
이유로 오늘날 패션 산업은 시각 이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로 인해 패션을 사는 소비자는 
‘환상을 사는 소비자’가 되어 가고 있다고 정의 내
려지기도 한다1). 

지금까지 패션 브랜드들은 시즌 콘셉트나 브랜
드 이미지를 소비자 또는 프레스들에게 효과적으
로 전달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패션쇼, 프레젠테이
션, 광고 비주얼, 애드버토리얼(advertorial), 쇼윈도 
및 매장 구성, 카탈로그 등 다양한 시각적 커뮤니
케이션 방법들을 이용해 왔다. 최근에는 이런 방법 
이외에도 평면 비주얼을 넘어서는 영화나 애니메
이션과 같은 동영상을 직접 제작하고 커뮤니케이
션 도구로 이용하는 시도들이 늘어가고 있는데, 본 
연구는 그 중에서 가치(value), 전통(heritage) 등의 
하이 퀄리티 이미지를 추구하는 럭셔리 인터네셔
널 브랜드들이 편견을 깨고 선택한 패션 애니메이
션에 초점을 맞추어 보고자 한다. 

그 동안 애니메이션에 관한 연구는 스토리텔링
법2), 효과 및 연출법3), 어린이교육 프로그램으로의 
응용4) 등 상당수가 있었고, 패션 분야에서의 애니
메이션에 대한 연구는 상품 개발을 위한 캐릭터 의
상 연구5), 사이버 캐릭터 의상 분석6) 등이 대부분
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패션 애니메이션에 관
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21세기 영상 패션 커뮤니케이션의 경

향을 살펴보고, 시각 이미지를 중심으로 컬러, 디테
일 등을 포함한 컬렉션 콘셉트를 보여주기 위한 패
션 애니메이션의 특성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문화 현상 
중의 하나인 패션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대한 다각
도의 관심과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를 위해서 영상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애니메이션에 관한 선행 연구 분석, 문헌 고찰을 
통한 이론적 배경 연구 그리고 패션 애니메이션 분
석에 의한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실증 자료로
는 2008 S/S와 2008 F/W 컬렉션 콘셉트를 전달하
기 위해 제작되어진 프라다(Prada) 패션 애니메이
션을 이용하였다. 이 두 편이 지금까지 제작된 프
라다 패션 애니메이션의 전부이며, 가장 최근에 출
시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프라다를 선택한 이
유는 다양한 사회, 문화적 프로젝트를 통해 건축, 
오페라, 책, 인테리어 등 다른 예술 분야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는 미우치아 프라다(Miuccia Prada)가 
상업성을 뛰어넘어 예술성까지 포함한 완성도 있
는 패션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였다고 사료되어 본 
연구에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에서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21세기 영상 패션 커뮤니케이션 경향
영상이란 기계를 이용해 이미지를 모방, 재현, 

창조하고 그 구성물을 편집, 편성해 불특정 대중에
게 전달하는 직접적인 물적 체계로, 미디어들은 기
계적인 과정을 통해 구성한 현실을 대량 복제해 대
중에게 제공하고, 대중은 이를 대량 소비한다7).

그 동안 평면 인쇄 위주의 비주얼을 제작해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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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니콜 키드먼, 샤넬 광고,” 오에스이엔 [온라인 뉴스] (2006년 9월 30일);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 
http://osen.mt.co.kr/news/view.html?gid=G0609300003

매거진에 싣거나 카탈로그로 배포하던 패션 브랜
드들이 21세기 멀티 커뮤니케이션 시대에 들어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곳은 단연 영상 분야이다. 평
면 위에서 멈추어 있는 비주얼을 벗어나 움직임이 
있는 영상 비주얼을 만들고, 소비자와 커뮤니케이
션하는 이 현상은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는 매해 3
월과 9월 전후에 가장 활발해진다. 2000년도 초반
인 패션 영상 커뮤니케이션 시대 초기에는 브랜드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한 단순한 목적으로 해당 브
랜드의 옷을 입은 모델들을 이용해 스토리 없는 짧
은 동영상이 제작되었지만, 소비자 반응이 좋고 눈
에 띄는 홍보 효과가 들어나면서 브랜드들의 전폭
적인 지원으로 지금은 블록버스터 급으로 제작되
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2006년 샤넬 No5를 위한 패션 영상은 영화 물랑
루즈(Moulin Rouse, 2001)와 로미오와 줄리엣(Romeo+ 
Juliet, 1996)의 바즈 루어만(Bazmark Luhrmann)이 
감독을, 니콜 키드먼(Nicole Mary Kidman)이 주연
을 맡았는데, 니콜 키드먼은 출연 개런티로 한화 약 
38억 원을 받았다8). 3분 길이의 이 패션 영상은 극
중 유명 여배우인 니콜 키드먼이 몰려드는 파파라
치를 피해 올라탄 택시에서 우연히 남미의 청년 작
가를 만나 소박하고 로멘틱한 꿈 같은 사랑을 나누
다 다시 화려한 배우로 돌아간다는 줄거리로, 니콜 
키드먼은 수백 개의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샤넬 
No5 목걸이를 하고 있을 뿐이지만 영상과 음악 주
인공의 사랑과 안타까움 등을 통해 우리는 샤넬 No5 
향수의 향기를 상상할 수 있게 된다. 샤넬은 이 영
상을 시작으로 꾸준히 샤넬 No5 영상을 제작하고 
있고, 가장 최근에는 오드리 토토(Audrey Tautou)
를 주인공으로 한 2009년 샤넬 No5 영상을 공개했
다(그림 1). 

2008 F/W 시즌 토즈(Tod’s)는 기네스 펠트로우
(Gwyneth Paltrow)를 캐스팅하여 8분 영상 패시미 
드림(Pashmy Dream)을 제작하였는데, 영화 속 그
녀는 실제와 마찬가지로 톱 스타 배역을 맡았다. 
기네스 펠트로우는 로마의 한 로드 카페에서 기자
와 인터뷰 도중 무례하게 몰려드는 파파라치들을 피

<그림 1> Chanel No5(2006).

<그림 2> Tod’s Pashmy Dream(2008).

하기 위해 패시미 백(Pashmy bag)을 놔둔 채 급히 
자리를 떠나고, 기자는 백을 돌려주기 위해 그녀를 
찾기 시작하며, 이 둘은 마침내 로마 외곽에서 열린 
성대한 무도회에서 만난다. 신데렐라에게 구두가 
있었다면 기네스 팰트로에게는 토즈의 파시미 백
이 있다는 콘셉트로 이 영상은 칸 영화제에서 처음 
소개되었고, 그 후 토즈의 웹사이트(www.tods.com) 
에서 대중에게 공개되었다(그림 2). 

10분 이내의 단편 영화 형식으로 제작되기 시작
한 패션 영상은 톱 셀러브리티들을 캐스팅하거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와 스테프들이 주인공으로 직
접 나서면서 프라다(Thunder Perfect Mind, 2005), 
샤넬(Signe Chanel, 2004), 루이비통(Marc Jacobs & 
Louis Vuitton, 2005), 빅터 앤 롤프(Because we’re 
worth it!, 2005) 등과 같은 럭셔리 인터네셔널 브랜
드들이 매 시즌 세계적으로 공유하고 커뮤니케이
션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패션 영상 커뮤니케이션은 광고 분야에서만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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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Suzy Menkes, “Is a Runway Show Necessary?,” The Global Edition of the New York Times, 30 September 
2010, Sec. 17.

10) Amanda Kaiser, “Light This Way,” WWD, 30 September 2010, Sec. 5.
11) 박치형, 텔레비전 영상과 커뮤니케이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3) pp. 43-50.

용되는 것을 넘어서 패션쇼에서도 사용되기 시작
했는데, 쇼에서 사용되는 영상은 스토리를 포함하
지 않는다는 것과 철저히 아티스틱한 비주얼 중심
이라는 것이 패션 광고 분야의 영상과는 획실히 차별
되는 부분이다. 2006 F/W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은 케이트 모스(Kate Moss)의 홀로그램을 
이용하여 쇼 장 한 가운데서 바람에 흩날리며 신비
스럽게 춤을 추는 장면을 연출하였고(그림 3), 2008 
S/S에 디젤(Diesel) 패션쇼에서는 무대 전체를 덮는 
홀로그램을 제작해 모델의 움직임을 뒷받침하는 
몽환적인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그림 4), 
2010 F/W 버버리 프로섬(burberry prorsum)은 아바
타 열풍을 타고 이슈가 되고 있는 3D를 이용해 런
던까지 쇼를 보러 올 수 없는 프레스들과 바이어들
이 자신들의 나라에서 3D 안경을 쓰고 생중계되는 
런웨이를 참관하여 입체적이고 생동감있게 관람할 

<그림 3> Alexander McQueen(2006 F/W).

<그림 4> Disel(2008 S/S).

<그림 5> Gareth Pugh(2011 S/S).

수 있도록 하였다.  
2011 S/S 파리 컬렉션에서 가레 퓨(Gareth Pugh)

는 해외 프레스들과 바이어들을 초대해 패션쇼 대
신 11분짜리 패션 영상을 상영하였다(그림 5). 데
칼코마니 형식의 화면 구성, 역동적인 모델의 움직
임과 아래에서 위로 잡은 카메라의 위치, 헤어 스
타일, 메이크업 컬러와 텍스쳐, 음악, 흑백 화면 등
을 통해 가레 퓨는 20명이 넘는 모델들이 줄지어 
걸어 나오는 평범한 패션쇼보다 더 확실하게 시즌 
콘셉트와 의상 느낌을 전달하였다. 이 영상 패션 
쇼는 더 이상 패션쇼를 위해 뉴욕, 밀란, 파리, 런던
까지 움직일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으며, 쇼를 위
해 모델과 헤어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의 캐스팅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9), 이것을 시작으로 패션쇼
의 역사는 바뀌게 될 것이다10)와 같은 언론의 찬사
를 받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1세기 패션 영상은 다
양한 모습을 띠며 여러 분야로 사용 영역이 확대되
고 있는 실정이다. 패션 영상은 일상적 삶이 반영
된 모습에서부터 시작해 현실과는 동떨어진 환상
적이고 몽환적인 영상, 적절한 색의 배합, 음향 등
이 잘 어우러져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하는 미적 영
상으로, 우리로 하여금 환상을 불어넣게 만든다11). 

럭셔리 인터네셔널 패션 브랜드들은 영상을 통
한 광고, 패션쇼 연출 외에도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역사
와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럭셔리 하이엔드(High-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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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배주영, 디지털 애니메이션 스토리 텔링, (파주: ㈜ 살림출판사, 2005).
13) 박소영, “영상 미학 관점에서 애니메이션의 미학적 특성 연구: 3D 애니메이션 The Incredibles를 중심으로,” 

한국디자인포럼 15권 (2007).
14) 박성수, 애니메이션 미, (서울: 향연, 2005).
15) 박기수, “애니메이션 미학의 특성 연구,” 한국서사학회 내러티브 4호 (2001).

브랜드들이 칩(cheap), 로(low), 스트리트(street), 영 
아트(young art) 등의 이미지를 가진 애니메이션(ani-
mation)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으로 사회적으
로 이슈가 되고 있는 컬처 믹스 앤 매치(culture mix 
and match), 분야 간의 통섭(consilience) 등의 영향
을 받은 것으로 해석되어지며, 그러한 이유로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2. 영상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의 패션 애니메이션

1) 패션 애니메이션의 정의 및 범위 
기술 발달로 인해 이미지의 시각적 표현 방법은 

매우 다양해졌고, 시각과 청각을 연결한 복합적 의
사 전달 매체 중 하나인 애니메이션은 영상 미디어 
영역 안에서 중요하게 자리잡기 시작했다. 애니메
이션은 영화처럼 움직이는 피사체를 찍는 것이 아
니라 움직이지 않는 사물이나 그림 등에 움직임 즉,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으로 상상 속에 있는 모든 것
을 살아있는 것처럼 이미지화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패션 애니메이션은 이러한 일반 애니
메이션에 의상 비중을 더하면서 태어났다. 그러나 
영화 섹스 엔 더 시티(Sex and The City1, 2008, Sex 
and The City2, 2010)나 쇼퍼 홀릭(Confessions of a 
Shopaholic, 2009)과 같이 패션을 사랑하는 등장 인
물들의 의상에 중심을 두어 다양한 패션 스타일과 
브랜드를 보여주는 형식이나 악마는 프라다를 입
는다(The devil wears Prada, 2006), 셉템버 이슈(The 
September Issue, 2009)와 같이 패션계에서 일하는 
등장 인물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초점을 맞추며, 패
션 산업 경향을 그리는 방식과는 다르다. 

즉, 본 논문에서 패션 애니메이션이란, 특정 패
션 브랜드가 브랜드의 콘셉트에 맞는 캐릭터를 
개발하고, 그 브랜드의 옷과 액세서리만을 매치
해 시즌 콘셉트와 무드를 설명하기 위한 시각 커
뮤니케이션 도구로 태어난 애니메이션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 

2) 패션 애니메이션의 특징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패션 애니메이션은 일반 애

니메이션에 패션을 위한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이라
는 요소가 혼합되어져 일반 애니메이션과는 또 다
른 특성을 갖는다. 일반 애니메이션에 관한 선행 
연구12～15)에서 이미 밝혀진 특성들과 최근 3년 이
내에 럭셔리 인터네셔널 브랜드들이 출시한 패션 
에니메이션들을 실증 자료로 하여 살펴 본 결과, 본 
연구자는 패션 애니메이션 만이 가지는 다음과 같
은 특성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패션 애니메이션은 새로운 기법을 통해 직․

간접적으로 특정 브랜드의 상품을 소비자의 뇌리에 
심어주는 것은 물론, 패션 분야에서 여러 이슈들을 
만들어내며, 성공적인 홍보 효과를 낳는다. 극장 상
영이나 TV 방영과 같은 상업적인 목적보다는 홍보
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패션 애니메이션은 그런 이
유로 대부분 3분 내외에서 길어야 10분 정도의 짧
은 러닝 타임을 갖는다. 또한 패션 애니메이션은 프
레스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각종 언론 매체에 소개
되어지지만, 매해 2월부터 7월까지인 S/S시즌, 8월
부터 그 다음해 1월까지인 F/W 시즌 즉, 6개월 단위
로 움직이는 패션 산업의 특성상 해당 시즌이 지나
고 나면 관심에서 벗어나고 역할을 다하게 된다.  

둘째,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한 시각적 커뮤니케이
션 도구로서의 패션 애니메이션은 화면에서 보여
지는 전체적인 이미지를 통해 시즌 컬러, 프린트, 
디테일, 움직임에 의한 실루엣 등을 알 수 있도록 
제작되었기 때문에 시즌 콘셉트와 상품이 효과적
으로 노출되도록 만들어진 캐릭터들의 움직임과 
배경 상황 설정 등이 다소 부자연스러울 때도 있다. 
하지만 이런 요소들은 패션 애니메이션의 완성도
를 설명할 때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거나 미완성이
라 정의하지 않는다. 

셋째, 패션 애니메이션은 영화가 보여주는 리얼
한 실제 현실과는 달리 상상하는 모든 배경을 이미
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와 시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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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Hogan(2009 S/S).

콘셉트를 전달하기에 매우 적합한 도구이다. 이런 
이유로 패션 애니메이션은 영화나 TV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셀러브리티들에게 제품을 협찬해 주는 
것과는 또 다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009 S/S 호간(Hogan) 패션 애니메이션은 브랜
드의 콘셉트에 맞는 외형과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캐릭터 4명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다(그림 6). 이들
은 각각 로스앤젤레스, 이비자, 런던에 살고 있는 
현대 여성들이다. 여유를 즐길 줄 알고, 열정을 가
지고 일하며 우정까지 돈독한 세 명의 주인공들은 
실제 영화나 드라마가 가지는 예산에 따른 경제적, 
스테프들의 시간적, 촬영을 위한 공간적 제약을 벗
어나 애니메이션 안에서 자유롭게 도시를 움직인
다. 이들은 도쿄를 오가고 이비자에서 파티를 즐기
는 등 적절한 TOP에 맞는 스타일과 그에 어울리는 
호간 백을 들고 슈즈를 신어 줌으로써 브랜드 제품
을 효과적으로 광고하고 있다. 

넷째, 일반 애니메이션에서는 중요한 요소로 꼽
히는 기, 승, 전, 결의 구성을 가진 스토리나 주인공
들의 대사 등은 패션 애니메이션에서 생략되어지
기도 한다. 

마르니(Marni)의 2009년 윈터 에디션(Winter Edi-
tion)을 위한 패션 애니메이션(그림 7)은 러닝타임 
1분 51초의 영상으로, 여자 주인공이 아무런 대사 
없이 눈 덮인 평야를 힘겹게 걸어가 나무 아래서 
남자 주인공을 만나는 것만으로 표현되었으며, 2010
년 섬머 에디션(Summer Edition) 패션 애니메이션
(그림 8)에서는 러닝타임 2분 7초 동안 두 주인공
이 그 시즌 콘셉트이자 메인 프린트로 사용된 꽃이 
만발한 정원에서 만나 아무 말 없이 함께 손잡고 
일어나는 것이 내용의 전부였다. 

<그림 7> Marini Winter Edition fashion animation(2009).

<그림 8> Marini Summer Edition fashion animation(2010).

다섯째, 패션 애니메이션은 사실적인 인간의 신
체를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다. 상상력이 만들어낸, 
변형된 신체 형상은 각 시대의 모습을 반영하면서 
대중에게 쉽고 재미있게 다가간다. 그렇기 때문에 
패션 브랜드들은 브랜드 콘셉트에 맞는 주인공의 
외형을 자유롭게 디자인하게 되는데, 얼굴, 헤어스
타일은 물론이거니와 신체 프로포션도 변형하여 의
상과 액세서리들을 더 효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프링글 오브 스코트랜드(Pringle of Scotland)는 
2010 F/W 어린이들이 보는 만화처럼 코믹하고 개
성있는 캐릭터를 창조해 195년 동안 이어온 니트 
전문 브랜드의 전통을 젊은 소비자층에게 흥미롭
게 전달하고 있다(그림 9). 러닝타임 3분인 이 패션 
애니메이션은 제품이 런웨이에 오르기까지의 과정
을 그리면서 브랜드만의 제작 노하우와 이번 시즌 
컬러 콘셉트 등을 자연스럽고 유머러스하게 표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여섯째, 애니메이션은 시각과 청각을 통해 상상
력을 자극하여 통합적 의미를 창출해내는 장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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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감각론으로서의 미학 11강 매체와 감각 1-진중권,” 아트앤스터디 [온라인 강의]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www.artnstudy.com 

17) 최정아, Prada, Luxury, September 2007.

<그림 9> Pringle of Scotland(2010 F/W).

써 문화, 사회적인 면에서 계층과 연령에 얽매이지 
않는 대중문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
문에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패션 애니메이션을 이
용하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기존 소비자 층의 연
령이 높아짐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
하는데 좋은 방법으로 작용된다. 즉, 새로운 젊은 
소비자층을 만들어 나가야 하고, 신체 나이(real age)
와 다르게 정신 나이(mental age)는 여전히 브랜드 
메인 타켓에 머물러 있는 기존 소비자를 계속 유지
해야 한다는 럭셔리 패션 브랜드들이 직면한 과제
를 풀 수 있는 성공적인 방법 중의 하나가 될 수 있
다는 것이다. 

일곱째, 패션 애니메이션은 원본성을 갖지 않는
다. 미디어 연구가로서 예술 작품이 가지고 있는 원
본성과 권위 그리고 가치를 미디어와 연관시킨 이
론으로 주목을 받았던 월터 벤쟈민(Walter Benjamin, 
1892～1940)은 기술 복제 시대의 결과물들인 영화
나 사진, 애니메이션과 같은 미디어로 인해 이제는 
더 이상 원본성에 대한 개념을 정의할 수 없음을 
주장했다16). 이것은 원본성을 가지고 있는 작품들
을 임의로 복제해서 불특정 다수들에게도 항상 접
근 가능성을 열어주는 기능을 말하는데, 패션 애니
메이션 역시 애니메이션이라는 도구를 통해 해당 
브랜드의 제품과 그 이미지를 무한정 재생산하고 
있다. 

여덟째, 애니메이션은 영화처럼 만들어진 인물
을 ‘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리는 것으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배우를 새롭게 창조하는 특

성이 있는데, 그렇게 때문에 해당 브랜드의 패션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는 오로지 한 작품, 
또는 그와 연속되어지는 패션 애니메이션 시리즈
에서만 만날 수 있다. 패션 애니메이션은 브랜드가 
브랜드의 콘셉트에 가장 잘 맞는 보디 라인, 얼굴
과 표정, 성장 배경, 애티튜드를 가진 캐릭터를 탄
생해 내기 때문에 세계 유일의 배우이며, 개성적인 
인물로 창조된 그 캐릭터는 오로지 해당 패션 애니
메이션을 위해 태어나고 그 작품 안에서만 삶을 누
린다. 

Ⅲ. 프라다의 예술 문화 지원 프로젝트와 
패션 애니메이션

1. 프라다의 예술 문화 지원 프로젝트
1913년 마리오 프라다(Mario Prada)에 의해 설립

된 이탈리아 브랜드 프라다는 외손녀 미우치아 프
라다가 가업을 이으면서 세계적인 브랜드로 급성
장하기 시작했다. 패션을 포함해 디자인 전체를 아
우르는 예술 문화에 관심이 많은 미우치아 프라다
는 지금의 폰다지오네 프라다(Fondazione Prada)라
는 프라다 문화재단의 모체인 프라다 밀라노 아르
떼(Prada Milano Arte)를 1993년에 설립하고, 현대 
예술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현해 오고 있다.

‘현대 사회의 복잡한 속성을 통합할 수 있는 포
용력에 대한 통찰을 높이 평가한다’는 콘셉트를 가
지고 밀라노에 갤러리를 연 미우치아 프라다는 설
립 초기에 설치 미술가 엘리세오 마티아치(Eliseo Ma-
ttiacci), 데이빗 스미스(David Smith) 등을 발굴하며 
주목을 받았고, 1995년 폰다지오네 프라다로 명칭
을 바꾼 후부터는 사진, 영화, 디자인, 건축 등 폭넓
은 장르의 현대 예술을 소개하고 있다. 폰타지오네 
프라다의 가장 큰 프로젝트로는 매년 2회 세계적인 
현대 예술가들을 후원하는 것으로 출판물, 카탈로
그, 비디오 리코딩과 같은 작품 전시를 기획하는 
모든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미우치아 프라다는 국내 패션 매거진 럭셔리와
의 인터뷰17)에서 “우리는 사회 기여 활동의 일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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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재단을 설립했다. 다른 문화 재단과는 달리 특
정 문화 사업을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패션과는 전
혀 다른 분야의 예술가들과 손잡고 프로그램을 진
행하고 있으며,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 이는 우리
가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예술 발전을 위해 프로젝트를 전개한다는 것을 모
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런 예술 문화 지원 프로젝트와 미우치아 프라다의 
예술 문화에 대한 관심은 2009년 4월에 서울 경희
궁에서 진행된 ‘트랜스포머’ 공간 활용, 2010년 2월 
뉴욕 메트로 폴리탄에서 막을 올린 베르디의 오페
라 ‘아틸다’를 위해 무대 의상을 디자인하여 완벽하
게 무대 세트와 조화를 이룬 것 등 여러 분야에서 
꾸준히 찾아 볼 수 있다.

2. 프라다 애니메이션

1) 2008 S/S Trembled Blossom

건축가, 설치 미술가 등 타 분야의 아티스트와의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을 즐기는 미우치아 프
라다가 선보인 첫 패션 애니메이션 트렘블드 블로
섬(Trembled Blossom)은 2008 S/S 컬렉션 의상을 
디자인하던 시기에 함께 계획된 프로젝트다. 이 애
니메이션에서는 컬렉션에서 선보인 옷과 액세서리
들은 물론, 패브릭, 컬러 무드, 신비스런 공간 배경, 
드라마틱한 주인공의 탄생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어우러져 하나의 콘셉트를 설명하고 있다. 이 작업
은 마이클 록(Michael Rock) 과 뉴욕 디자인 스튜디
오 투바이포(2×4)의 한국인 아트 디렉터 김성중, 타
이완계 미국인인 젊은 일러스트레이터 제임스 진
(James Jean)이 함께 했는데, 아르누보, 평화와 화
합, 오브리 비어즐리(Aubrey Vincent Beardsley), 히
로니뮈스 보스(Hieronymus Bosch) 등의 콘셉트를 
수용해 재 탄생한 미우치아 프라다 버전의 꽃과 요
정이 있는 화려한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월 페이
퍼 디자인을 기초로 한 이 애니메이션은 총 7,176 스
틸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임스 리마(James 
Lima)가 감독했고, 프로젝트의 목표는 1930～40년
대에 황금기를 누렸던 할리우드 클래식 애니메이
션 필름을 재현하는 것으로 1937년 만화영화〈백
설공주〉에서 여주인공이 춤추는 장면을 만들어내

 

<그림 10> Trembled blossom(2008).

기 위해 동작마다 여러 장을 그려 제작했었던 클래
식 애니메이션 기법을 따랐다(그림 10).

2) 2008 F/W Fallen Shadow

미우치아 프라다의 두 번째 패션 애니메이션 폴
른 섀도(Fallen Shadow)는 첫 번째 패션 애니메이션
과 마찬가지로 프라다의 2008 F/W 컬렉션 의상을 
입은 주인공들을 통해 시즌 콘셉트였던 ‘여자의 일
생’을 표현하고 있다. 이번에는 사람의 신체 모든 
부분을 스캔하여 기록함으로써 완벽하게 애니메이
션화된 캐릭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컴퓨터 모션 캡
처(Computer Motion Capture)와 사이버 스캐닝(Cy-
ber Scanning) 기술을 이용해 더 정교하고 섬세하게 
작업되어졌다. 폴른 섀도는 흑백 필름과 초현실주
의, 부뉴엘(Louis Bunuel)과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i), 마르셀 뒤샹(Maecel Duchamp)과 마우리츠 코
르넬리스 에서(Maurits Cornelis Esher)에게서 영감
을 받았다. 첫번째 애니메이션에 이어 이 프로젝트
를 함께한 제임스 리마 감독은 뉴욕에서 열린 시사
회에서 “그림자는 여성이라는 존재보다 더 살아 있
고, 매우 표현적이다. 그것은 그녀의 잠재 의식이자 
꿈이고, 영혼이기도 하며 그녀 자신을 발견해가는 
여행이기도 하다.”하고 인터뷰했다. 이 애니메이션
의 핵심 키워드는 2008 F/W 컬렉션의 키워드인 
‘레이스’로 세례를 통해 태어나고(세례식 때 머리
에 쓰는 레이스 조각) 장례식으로 삶을 마감하는 
(모자에 길게 늘어지는 검은 레이스 조각과 레이스 
장갑), 여자 일생 처음과 끝에 레이스가 함께 한다
는 의미를 담고 있다(그림 11). 

 

<그림 11> Fallen Shadow(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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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프라다 애니메이션의 특성
두 편의 프라다 패션 애니메이션에서 보여지는 

공통된 특성을 연구한 결과, 표현 방법에 있어서는 
리얼리즘, 드라마틱 임펙트, 컨버젼스가 내용에 있
어서는 크리에이티브, 하이브리드, 해피앤딩의 요소
들이 관찰되어졌다. 

1. 리얼리즘
프라다 패션 애니메이션은 시즌 의상 콘셉트에 

어울리게 창조된 캐릭터를 이용하여 캣워크에서 보
여주었던 옷과 액세서리들을 실제와 동일하게 묘
사하였다(그림 12, 13). 이것은 현실에 존재하는 아
이템들을 상상속의 다른 공간에서 사실적으로 재
현하고 있는 것으로 디지털 기술 발달에 의해 만들
어진 새로운 리얼리즘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첫
번째 패션 애니메이션인 트렘블드 블로섬과 다르
게 폴른 섀도에서는 배경으로 보여지는 거리와 건
물들을 우리가 살고, 보고 있는 실제 공간을 묘사
한 듯하게 그려 넣어 리얼리즘을 더 극대화하였다. 

 

<그림 12> Trembled blossom(2008)와 2008 S/S 밀라노 
패션쇼.

 

<그림 13> Fallen Shadow(2008)와 2008 F/W 밀라노 
패션쇼.

2. 드라마틱 임펙트
프라다 패션 애니메이션은 모든 요소들이 일관

성 있게 하나의 콘셉트를 표현하고, 드라마틱한 비
주얼을 구성한다. 트렘블드 블로섬은 콘셉트가 시
즌 프린트에서 보여진 화려한 컬러감과 패턴인 만
큼 하얀 땅에서 태어난 아무것도 입지 않은 주인공
을 완성시킴으로써 컬러 대비를 극대화하였다(그
림 14). 주인공이 입은 옷은 물론, 배경으로 나오는 
꽃의 정원, 물고기, 다른 생명체들 모두 그 시즌 컬

<그림 14> Trembled blossom(2008)의 주인공이 탄생
되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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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Fallen Shadow(2008)의 절제된 컬러와 화
면 구성.

러와 패턴을 표현하고 있다. 폴른 섀도는 주인공을 
그림자로 선택했기 때문에 전체 화면의 컬러를 절
제했고, 표정 없는 그림자의 실루엣이 만들어내는 
손짓과 같은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
고자 했다(그림 15). 

3. 컨버전스
프라다 패션 애니메이션은 음악, 캐릭터들의 움

직임, 배경, 컬러 등 모든 분야의 다양한 요소들을 
서로 혼합하여 감동을 주고 감성을 자극하기 위한 
이미지 창출하고 있다. 트렘블드 블로섬의 탄생 장
면에서는 기대감을 주는 음악과 서서히 바뀌어가는 
컬러, 그리고 호기심으로 가득한 주인공의 움직임을 
적절히 혼합하여 사용하였고, 폴른 섀도의 그림자 
여행에서는 재미와 두려움 그리고 그리움을 느끼는 
그림자를 음악의 변화와 그림자의 몸짓 그리고 배
경의 어둡고 밝은 컬러 변화를 통해 표현하였다. 

4. 하이브리드
프라다 패션 애니메이션에서는 동양과 서양, 어

른과 어린이의 문화를 적절하게 믹스한 하이브리드 
컬쳐 요소들이 관찰되어진다. 트렘블드 블로섬에서 
주인공이 준 신비스런 과일을 먹은 용이 물고기로 
부활하는 것(그림 16)이나 하늘에서 꽃잎이 눈처럼 
내려오고 나비 한 마리가 태어나는 것 등은 동양의 
문화에서 모티브를 따온 것이다. 또한 물고기로 부
활 시켜준 주인공에게 괴물이 고마움의 표시로 프
라다 백을 선물하는 것, 그것을 받음으로서 세상의 
나쁜 것들이 사라지는 장면, 폴른 섀도에서 그림자 
놀이를 하던 그림자가 시간이 다 되어 꽃다발을 흘

<그림 16> Trembled blossom(2008)의 물고기로 부활
하는 용.

<그림 17> Fallen Shadow(2008)의 시간이 다 되어 꽃
다발을 떨어뜨리고 뛰어가는 그림자.

린 채 빠르게 뛰어 자신의 몸으로 돌아가는 것(그
림 17) 등은 어린이 동화에서 따온 이야기들이다. 

5. 해피엔딩
프라다 패션 애니메이션의 마지막 장면은 포옹, 

만남, 융합, 완성이라는 결론으로 끝이 난다. 주인
공이 탄생하고 동화 같은 환상의 세계와 융합해 가
는 과정을 그린 트렘블드 블로섬에서는 주인공의 

<그림 18> Trembled blossom(2008)의 자연과 하나되
는 주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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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Fallen Shadow(2008)의 그림자와 몸이 다
시 만나는 순간.

완벽한 적응과 환영 그리고 완성으로 결말지었고
(그림 18), 폴른 섀도는 인간을 떠나 자유롭게 움직
이던 그림자가 다시 자신의 몸으로 돌아와 서로 포
옹, 만남, 융합하는 결말(그림 19)을 갖는다. 이것은 
즐겁고 사랑스러운, 여자를 행복하게 만드는 옷을 
디자인 하는 미우치아 프라다의 패션 디자인 철학
과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6. 크리에이티브
프라다 패션 애니메이션은 ‘어린이들이 보는 것’, 

‘코믹 장르로 재미있어야 한다’ 등의 대중들이 가
지고 있는 애니메이션에 대한 일반적인 편견을 깨
고 작품성에 치중하였다. 특히 폴른 섀도에서는 디
자이너 미우치아 프라다가 항상 추구해 오던 여자
의 일생에 대한 세계관과 가치관이 일관되게 애니
메이션에 스며들어 흐르고 있음이 보여진다. 아무
것도 없는 하얀 땅에서 생명체가 태어나며, 곤충과 
꽃들이 자신들의 컬러를 불어 넣어 옷과 신발을 만
들어주고, 연못에 신비한 잉어가 사는 등 트렘블드 
블로섬에서 보여준 상상력이나 마치 실제로 일어
날지도 모를 것만 같은 묘한 환상과 현실 사이를 
묘사한 폴른 섀도의 그림자 이야기는 프라다 애니
메이션의 창의적인 예술성을 보여준다. 

두 편의 프라다 패션 애니메이션을 통해 살펴본 
공통된 특징을 표로 정리하면〈표 1〉과 같다. 

Ⅴ. 결  론
언어, 문화적 제약 없이 열 마디의 말보다 더 효

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으로 자리잡은 이미지는 

21세기 패션 산업에서 그 어느 때보다 핵심적이고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발 맞추어 
패션 브랜드들 역시 시즌 콘셉트를 효과적으로 전
달하기 위한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영상 
커뮤니케이션을 직접 제작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도 하이 퀄리티(high quality) 이미지를 추구하는 인
터네셔널 럭셔리 브랜드들이 편견을 깨고 선택한 
패션 애니메이션 제작이 주목 받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패션 애니메이션의 개념 정립 및 
그 특성을 연구하고자 하였으며, 선행 연구 분석과 
문헌 고찰을 통한 이론적 연구 그리고 프라다 패션 
애니메이션 분석에 의한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두 편의 프라다 패션 애니메이션 트렘블드 블로
섬과 폴른 섀도를 통해서 보여지는 공통된 특성을 
연구한 결과, 표현 방법에 있어서는 캣워크에서 보
여주었던 옷과 액세서리가 애니메이션에서도 그대
로 표현되고 있는 리얼리즘, 모든 요소들이 하나의 
콘셉트를 표현하며 비주얼을 더 드라마틱하게 구
성하고 있다는 드라마틱 임펙트 그리고 애니메이
션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이 적절하게 혼합되어 
감동을 주고 감성을 자극하기 위한 이미지를 창출
한다는 의미의 컨버젼스가 관찰되었다. 그리고 내
용에 있어서는 미우치아 프라다가 추구하는 패션 
철학을 창의적인 예술성을 가미해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하는 크리에이티브, 동양과 서양, 어른과 어린
이의 문화를 적절하게 믹스한 하이브리드, 포옹, 만
남, 융합, 완성이라는 언제나 결말은 해피앤딩이라
는 요소들이 관찰되어졌다.

패션 애니메이션은 시각, 청각적 이미지를 중심
으로 메시지를 전하며, 가상의 시간과 공간에서 감
정 몰입을 통해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체험을 
가능하게 만든다. 패션 애니메이션은 급속도로 발
전하고 있는 영상 문화 환경에서 새로운 표현 영역
으로서 가치가 있으며,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문화 예술 컨텐츠로서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
는 분야이다. 

다음 연구에서는 패션 애니메이션을 포함한 패
션 영상이 갖고 있는 차별적이고 독자적인 특징을 
심도있게 규명함으로써 시대 흐름과 상호 관련을 
맺으며 성장하는 패션 산업에 또 다른 시각적 커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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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프라다 패션 애니메이션의 특징
특징 상세 2008 S/S 

Trembled blossom
2008 F/W

Fallen Shadow

리얼리즘
창조된 캐릭터에 캣워크에서 
선보인 실제와 동일한 아이
템이 입혀짐

 

      

 

      

드라마틱 
임펙트

모든 요소들이 일관성있게 하
나의 콘셉트를 표현하고 있
어 비주얼을 드라마틱하게 
구성 아무것도 입지 않은 주인공과 화

려한 배경의 대비를 통해 컬러감
을 극대화함

컬러를 최소화하고 표정없는 그
림자의 실루엣이 만들어내는 신
체 움직임을 통해 감정을 표현

컨버전스
음악, 배경, 컬러, 캐릭터의 
움직임 등 여러 요소들을 서
로 혼합하여 감동을 주고 감
성을 자극하기 위한 이미지 
창출

기대감을 주는 음악과 호기심 많
은 주인공의 움직임, 천천히 만들
어지는 배경 컬러가 서로 혼합하
여 감성을 자극함

재미, 두려움, 그리움을 느끼는 그
림자를 음악의 변화와 그림자의 
몸짓, 배경의 명암 변화를 통해 표
현함

하이브리드
동양과 서양, 어른과 어린이
의 문화를 적절하게 믹스한 
하이브리드 컬쳐 요소들이 
존재

-동양 문화: 신비스런 과일을 먹은 
용이 물고기로 부활 등

-어린이 동화: 물고기로 부활시켜
준 주인공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프라다 백을 선물하는 것과 그것
을 받음과 동시에 세상의 나쁜 것
들이 사라지는 장면 등

어린이 동화: 그림자 놀이를 하던 
그림자가 시간이 다 되어 꽃다발
을 흘린 채 빠르게 뛰어가 자신의 
몸으로 돌아가는 것 등

해피앤딩 마지막 장면은 항상 포옹, 만
남, 융합, 완성이라는 결론

크리에이티브
미우치아 프라다가 추구하는 
패션 철학을 창의적인 예술
성을 가미한 애니메이션으
로 표현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생명체가 
태어나며, 곤충과 꽃들이 컬러를 
불어 넣어 옷과 신발이 만들어지
는 등 풍부한 상상력 가미

-미우치아 프라다가 가지고 있는 
여자의 일생에 대한 세계관과 가
치관을 가미

-환상과 현실 사이를 적절하게 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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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케이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
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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