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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trend and aesthetic value of image fashion of the 21st century through empirical case 
study with image media as fashion communication tool. This research is intended to provide the basic material for 
both better comprehension of image fashion as emotional medium in the modern fashion and more activated 
research on interactivity and communication in the fashion communication area by examining how fashion designers 
deliver their design philosophy, thought and vision via image fashion. For the research method, the theoretical study 
was realized about image media and fashion communication with focus on related literature and precedent research. 
Also, the empirical study was performed about image fashion covering 2005 through 2012 by the group of fashion 
film, fashion animation, and video look-book. Fashion image in the research was developed into various layouts 
that include the story based or non-story based creative images, many kinds of episode or behind-the-scenes story 
in the prep course of collection, designer's personal life or product world, or re-cutting course after collection. It 
also played a communicative role for public relation of new product ad, concept conveyance of seasonal collections, 
means as online collection to substitute for the existing offline collections, and better understandings of designer 
or fashion brand. Aesthetic values derived from case analysis of image fashion in the modern fashion of 21st 
century appeared in the form of trans-boundary as convergence art, fantasy in harmony with virtuality and reality, 
and interactivity among the humans, image media and fash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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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커뮤니케이션은 인간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요소로, 특히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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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과 같은 첨단 디지털 문명의 현대사회는 커뮤니

케이션이 사회 전반과 예술양식 전체에 걸쳐 지배

하는 시대라 할 수 있다. 언어적, 비언어적 측면으

로 구분되는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비언어적 측면

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각적 이미지는 커뮤니케

이션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으며, 우리의 신체와 

패션 역시 다양한 시각적 이미지에 의해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Kim & Yang, 2002). 
오늘날 패션산업은 단순히 의복을 생산, 판매하

여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꿈과 이상을 

담은 문화적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 요소로 대

두되고 있고, 패션디자이너 역시 미래에 대한 꿈과 

이상, 철학과 개념을 담은 디자인과 메시지를 전달

하는 창조자로서 존재한다. 특히 21세기 패션커뮤

니케이션의 새로운 소통매체로 등장한 패션필름, 단
편영화, 비디오 look book 등이 대중과 상호 교감할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독립적인 패션 미디어로 부

상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디자이너와 브랜드들이 

이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자신의 디자인적 비전을 

제시함을 물론 소비자들과 함께 소통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한 선행연구는 잡지화보나 특정 

사진작가의 패션사진과 같이 평면적인 비주얼을 중

심(Park & Yang, 2010; Park & Yang, 2011; Yun & 
Yang, 2010)으로 하거나, 퍼포먼스 형식을 나타내

는 패션컬렉션의 디지털 매체나 디지털 영상을 활

용한 패션컬렉션에 관한 연구(Han, 2011; Heo, 2011, 
Hong, 2010; Lee & Kim, 2011; Lee & Lee, 2011; 
Nam & Kim, 2011), 패션디자인에 표현된 디지털 

매체나 디지털 스토리텔링에 관한 연구(Cho & Yang, 
2011; Hong, 2010)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영상 패

션과 관련해서는 특정 디자이너의 패션애니메이션

이나 패션 필름을 다룬 연구(Jang & Yang, 2010; Kim, 
2013)만이 진행된 상태이다. 

멀티 미디어 시대인 오늘날 시각이미지나 영상

의 개념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핵심적인 키워드로 부

각되고 있는 가운데, 21세기 패션커뮤니케이션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영상 패션 전반에 관한 연구가 필

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패션커뮤니케

이션의 도구로 영상매체를 활용한 실증적 사례 분

석 통해 21세기 영상 패션의 경향을 고찰하고, 미적 

가치를 고찰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시각 이미

지를 이용한 커뮤니케이션 방법 중 하나인 영상 패

션을 통해 패션디자이너들이 디자인 철학과 메시

지, 그들의 비전을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는

지 고찰함으로써 현대 패션의 감성매체로써 영상 

패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고, 패션커뮤니케

이션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호소통과 커뮤

니케이션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은 

관련 서적 및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영상매체와 패

션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이론적 연구와 영상패션의 

사례분석을 통한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실증

적 연구는 영상 패션이 부각되기 시작한 2005년 이

후부터 2012년 현재까지로 제한하였으며, 사례분석 

자료는 패션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매체로 등장한 

단편영화, 패션필름, 패션애니메이션, 비디오 look 
book과 같이 동영상 중심의 국외 영상 패션으로 한

정하였다. 사진자료는 각 디자이너 및 패션브랜드 

홈페이지의 영상자료와 패션컬렉션 사이트 및 인

터넷 웹 사이트, 동영상 전문 커뮤니티 유투브 등

에 공개된 자료를 캡처하여 활용하였다. 

II. Background

1. Image concept and its characteristics
영상의 사전적 의미(“Image”, 2012)는 ‘첫째, 영

사막이나 텔레비전과 같은 매체의 화면에 나타나

는 모습, 둘째, 머릿속에 그려지거나 떠오르는 모

습이나 광경, 셋째, 광선의 굴절이나 반사에 의해 

비쳐진 물체의 모양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다. 좁
은 의미에서의 영상은 어떤 형상을 나타내기 위해 

빛을 사용하는 구체적인 매체 즉 사진, 영화, 텔레

비전 등을 의미한다(Jang et al., 2010)고 할 수 있

다. 기계를 이용해 이미지를 모방하거나 재현, 창
조하고, 그 구성물을 편집하여 많은 대중에게 전달

하는 직접적인 물적 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미디어들은 기계적인 과정을 통해 구성

한 현실을 대량 복제해 대중에게 제공하고, 이를 소

비하게 되는 것이다(Kim, 1997). 하지만 넓은 의미

에서 영상은 형태를 지닌 모든 것뿐만 아니라, 마
음 속 이미지까지도 포함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

으며, 현대사회에서 광범위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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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상은 인간 사고의 인식론적 확장이라는 현 사

회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Jang et al., 2010)고 할 

수 있다. 
오늘날과 같은 영상 매체가 등장하기 이전의 이

미지가 동굴 벽화나 회화와 같은 수단을 통해 이루

어졌다면 현대적 의미에서 영상의 시작은 사진의 

발명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빛을 사

용한 현대적 의미로서, 영상이미지의 전개를 통해 

회화와는 다른 이미지 효과뿐만 아니라, 이미지의 

대량 복제까지도 가능하게 한 것이다(Jang et al., 
2010). Yang and Han(2008)은 영상의 종류를 관습

적 영상, 광학적 영상, 디지털 영상으로 구분한 바 

있다. 관습적 영상이란 인류 역사 초기에 등장한 

그림 형태의 영상을 의미한다고 하였으며, 광학적 

영상은 19세기 이후에 등장한 사진, 영화, 텔레비

전, 비디오와 같이 기계에 의해 포착된 빛의 흔적

을 매개로 한 영상을, 디지털 영상은 컴퓨터의 발

명과 관련하여 대상의 재현이라기보다는 스스로를 

대상으로 제시하며, 대상과 관계없이 그 자체로 존

재하는 비물질적 특성의 영상을 의미한다고 하였

다. 즉, 사진을 시작으로 사진의 기계적 기술을 바

탕으로 한 영화의 등장, 생방송을 가능하게 한 영

상 매체로서 텔레비전의 출현, 비디오, 컴퓨터 등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탄생된 다양한 영상매체

를 통해 표현영역의 확장 및 커뮤니케이션의 새로

운 단계로 진화 발전된 것이다. 
문자와 상반되는 개념으로서 시각적 이미지인 

영상에 대해 Choi(2003)는 첫째, 설정된 방향에 따

라 해독 가능한 문자의 강제성과는 달리 제한 없이 

자의적으로 선택하여 해독할 수 있다는 점, 둘째, 
1/30초의 짧은 시간동안 전체적인 의미파악이 가능

하며, 셋째, 크기나 형태, 색채의 측면에 있어 무궁

무진한 변화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 넷째, 언어

코드가 다를 경우,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불가능한 

문자와는 달리 형태적 언어와 내용이 일치하다는 

특징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또한 영상은 현대사회

에서 시각적인 이미지 전달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

든 커뮤니케이션이라 할 수 있으며, 다양한 계층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보편성과 빠른 전달 속

도, 전달의 양에 있어 방대함이라는 효율적 특성을 

지닌다(Jang et al., 2010). 

2. Fashion communication and image
패션이 한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도

구이며, 동일집단의 구성원들이나 타인, 그리고 다

른 집단과의 의사소통 및 의사전달을 가능하게 한

다는 측면에서 패션은 커뮤니케이션의 중요 수단

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패션은 현대사회에서 그림, 사진, 비디오, 
영화, 디지털 영상과 같은 물질적 영상을 통해 패

션의 이미지를 전달하고, 정신적인 이미지까지도 

형성하며, 소비자와 커뮤니케이션하게 된다. 즉, 다
양한 영상매체를 통해 패션제품에 대한 새로운 정

보나 서비스 등의 정보 전달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하고, 일정한 패션 스타일과 신체 형태를 재현함으

로써 사회문화적인 상징적 의미를 전달(Yang & Han, 
2008)할 뿐만 아니라,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영상 매체를 이용한 패션컬렉션이나 작품으로 디

자이너와 패션브랜드의 콘셉트와 이미지 전달 및 홍

보의 효율적인 도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현대 예술 전반에 걸쳐 대중과 소통하는 예술매

체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는 패션커뮤니케이션의 

변화를 뒷받침한다. Marshall McLuhan은 미디어는 

곧 메시지이며, 경험을 새로운 형태로 바꾸는 적극적

인 힘을 갖는 은유라 하여 미디어와 메시지를 연장

선상에서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Han, 2011). 
이는 인류가 테크놀로지의 발달에 의해 변화된 각

종 매체를 일상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생리학적으로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매체가 정보

전달의 수단이라는 차원을 넘어 인간의 의식패턴과 

의사소통 구조, 또 전반적인 사회구조의 성격을 결

정짓는다는 것을 의미한다(Media philosophy research, 
2005)고 할 수 있다. Walter Benjamin은 기술의 개

념을 예술매체의 주요 논제로 채택하여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작품에 발생한 결정적인 변화를 ‘아우

라의 붕괴’라고 하였으며(Cho & Yang, 2011), 특히 

사진이라는 매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존재론적 특

성에 주목하여 사진을 통해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

던 새로운 이미지 공간이 열리게 되는 것을 시각적 

무의식이라고 규정하기도 하였다(Sim, 2006). 또 Poul 
Virilio는 현실보다 현실 효과에 사는 현대인이라는 

표현을 통해 현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현실과 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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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분을 모호하게 인지하는 속도의 잔상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였다(Mun, 2010). 그리고 속도

가 구현한 도구로서의 영상은 현실과 비현실 세계

의 차이를 무력화 시키는 속도의 폭력적 특성까지

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Han, 2011).  
과거 패션커뮤니케이션의 매체로 패션컬렉션이

나 패션 사진, 광고와 같은 수단이 일반적으로 활

용되었다. 패션 사진이나 광고의 사진 이미지는 패

션디자이너, 사진작가, 스타일리스트, 모델, 패션 에

디터의 공동 작업에 의해 생산된 한 장의 컷으로 

이차원의 평면적인 공간에서 소비자와 커뮤니케이

션하게 된다. 또 전통적 개념의 패션컬렉션 역시 

작품을 선보이는 방식에 있어 무대, 모델, 관객이라

는 구성요소를 통해 한정된 시간과 공간을 중심으

로 커뮤니케이션의 전개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최

근 부각되고 있는 패션필름, 패션애니메이션 등 동

영상 기반의 영상매체를 활용한 패션커뮤니케이션 

매체들을 도구로 사용하는 시도가 확대되고 있으

며, 이러한 영상물들은 충격적이고 다채로운 영상 

이미지와 콘셉트의 예술적 표현방식으로 현대패션

에 융합과 탈 경계의 새로운 미학적 가치를 나타내

고 있다. 이는 사회 전반에 나타난 첨단 디지털 문

명과 이를 소비하는 현대인의 생활방식, 그리고 이

들이 추구하는 감성변화로 인해 패션커뮤니케이션 

매체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이차원적인 평

면의 비주얼이 아닌 다양한 매체에 기반을 둔 움직

이는 영상 패션의 등장을 가속화 시킨 이유라 할 

수 있다. 또한 현대 패션이 소비자와 상호 커뮤니

케이션하는 영상 패션의 시대로 진입하였음을 입

증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III. Trend of Image Fashion in the 
21st Century

본 장에서는 21세기 영상 패션의 범위를 동영상

을 중심으로 패션필름, 패션애니메이션 및 비디오 

look book의 사례로 구분하였고, 패션 필름은 스토

리를 기반으로 한 단편 영화와 컬렉션을 위한 프레

젠테이션 필름으로 구분하여 그 경향을 고찰하였

다. 사례 내용 중 일부는 연구자의 선행연구(Kim, 
2013)에서 고찰한 21세기 패션 필름의 경향을 근거

로 하여 이를 발췌하여 참고하였다.  

1. Fashion film

1) Short film 
단편영화는 5~10분 이내로 제작되는 형태이며, 

간단한 스토리를 기반으로 하거나, 스토리 없이 창

작 영상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커뮤니케이션의 수

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Chanel은 향수 No 5의 홍보 및 컬렉션의 콘셉트

를 전달하기 위한 단편영화를 선보였다. 2006년에

는 Nicole Kidman을 주연으로 파파라치를 피해 우

연히 올라탄 택시에서 만난 청년과의 사랑을 테마

로 한 영상을, 2009년에는 <Fig. 1>과 같이 Audrey 
Tautou를 주연으로 기차여행에서 우연히 만난 남자

와의 사랑이야기를 테마로 한 영상을 선보였다(Kim, 
2013). 모두 유명 여배우를 주연으로 제작되었으며, 
우연히 만나게 되는 남녀의 운명적 사랑을 테마로 

전개하여 Chanel No 5의 향기를 간접적으로 느끼게 

하였다. 또 2008년 개최된 파리-모스크바 컬렉션에

서는 <Coco 1913-Chanel 1923>이라는 단편영화를 

미리 상영하여 컬렉션의 이미지를 간접적으로 전

달하기도 하였고, 2012S/S Haute Couture 컬렉션의 

백 스테이지를 배경으로 의상의 디테일과 액세서

리, 헤어와 메이크업 등 컬렉션에서 선보이게 될 

작품 전반에 관한 디테일적인 측면을 감미로운 음

악과 함께 선보인 <Blue, detail of the collection>을 

공개하기도 하였다(“Fashion”, 2011).
Prada 역시 “향수에 관련된 이미지를 후각이 아

닌 비주얼을 통해서 얻고 싶었다(Kim, 2009).”라고 

밝히면서 2005년 <Thunder perfect mind>라는 단편

영화를 선보였다. <Fig. 2>와 같이 유명 모델 Daria 
Werbowy를 주연으로 아내, 처녀, 어머니, 딸 등 여

인의 다양성을 보여준 이 단편영화는 패션과 영상

의 조화를 통해 감성적인 이미지를 극대화시켰으

며, 여성의 내면과 정신세계를 부드럽고 서정적인 

이미지의 영상으로 표현하였다. 또 2011에는 액세서

리 제품을 위한 비하인드 스토리 필름 <The behind 
scene>을 선보여 신제품의 이미지 홍보를 위한 커

뮤니케이션 도구로 활용하였다(Kim, 2013). 
이러한 사례는 Christian Dior의 영상물에서도 찾



Vol. 21, No. 6 김  선  영 5

－ 797 －

아볼 수 있다. Christian Dior은 ‘Lady Dior’의 광고

를 위해 유명 여배우 Marion Cotillard를 주연으로 

스토리 필름을 선보였다. <Fig. 3>과 같이 <The lady 
noire affair>에서는 경찰의 음모에 빠져든 신비스럽

고 독립적인 여인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서스펜스 

스토리로 구성되었으며, 파리 에펠탑과 디올 핸드

백 패턴의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조화시키고, 각종 

소품 및 신발, 메이크업에 이르기까지 스토리 안에

서 자연스럽게 클로즈업 되어 홍보 효과를 갖게 하

였다(Kim, 2013). 또 <Lady blue>는 세계적인 영화

감독 David Lynch를 기용해 상하이 펄 타워를 배경

으로 레이디 디올 핸드백을 중심으로 전개되는(True, 
2010) 미스터리와 로맨틱한 요소를 통해 브랜드 이

미지와 상하이라는 도시의 이미지를 아름답게 조

화시켜 표현함으로써 중국 마케팅을 위한 전략적 

홍보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Yohji Yamamoto는 2008년 선보인 <Traffic in Italy>

를 통해 Coming Soon의 홍보와 브랜드가 추구하는 

<Fig. 1> Chanel, Train de nuit. From Roptv. (2009).
http://www.youtube.com/watch?v=bVmuOhoFn3U 

<Fig. 2> Prada, Thunder perfect mind. From Hoanbee. (2009).
http://www.youtube.com/watch?v=0BBwZKWL4ss

<Fig. 3> Christian Dior, The lady noire affair. From Dior. (2011).
http://www.youtube.com/watch?v=4EOtFYcHdAE

콘셉트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Fig. 4>와 같이 Coming 
Soon의 의상을 착용한 현대 무용가들을 주연으로 

좁은 이탈리아 골목길에서 두 대의 스포츠카가 벌

이는 에피소드를 스토리로 전개하였으며, 신나는 

음악과 쿵푸와 같이 격한 몸동작을 취하는 모델들

의 영상을 통해 새로운 캐주얼 라인이 추구하는 메

시지를 표현하였다(Kim, 2013). 
또 디자이너나 패션브랜드 간의 협업을 통해 다

양한 효과를 창출하는 현대패션에 있어 영상 패션 

역시 협업을 기념하기 위한 하나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2010년 Lanvin과 H&M의 협업을 

위해 제작된 <Lanvin hearts H&M>에서는 5분이라

는 짧은 시간 동안 수많은 톱 모델들을 주연으로 

코믹한 감성을 전달하였다. <Fig. 5>와 같이 모델 

Natasha Poly가 “I want Lanvin not flowers!”라고 말

하며, 한 남자의 구애에 계속해서 퇴짜를 놓지만 마

지막에 ‘Lanvin for H&M dress’에 행복해 하는 장면, 
또 Lanvin과 H&M의 서로 같은 드레스를 착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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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들이 놀라는 영상 등 호텔방을 배경으로 펼쳐

지는 스토리 전개와 함께 만화의 표현기법을 이용

한 영상의 이미지는 유쾌한 재미를 선사하며(Kim, 
2013), 협업에 의한 컬렉션을 더욱 인상적으로 전

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스토리 중심의 단편영화를 통해 새로

운 패션제품의 홍보나 시즌 컬렉션의 콘셉트를 전

달하기도 하지만, 스토리 없이 창작된 동영상을 통

해 디자이너 특유의 아이덴티티를 반영하기도 한

다. <Fig. 6>과 같이 얼굴 전체를 마스크로 가린 무

용수 Delphine Gaborit와 Lorena Randi를 주연으로 

한 Martin Margiela의 <Make up your mind>는 사진

작가 Nick Knight의 촬영에 의한 것으로 충격적인 

이미지를 전달한다. 감미로운 음악과 달리 두 명의 

무용수 중 한 명은 누드 차림으로, 또 한 명은 누드 

차림에 양쪽 어깨에 머리가 달린 헤어 코트를 입고 

춤을 추는 영상(Kim, 2013)은 Martin Margiela가 추

구하는 해체적 이미지의 패션을 연상시키며, 디자

<Fig. 4> Yohji Yamamoto, Traffic in Italy. From Coming Soon videos. (2008)
http://www.youtube.com/watch?v=sMgYnvjnFZ4

<Fig. 5> Lanvin, Lanvin hearts H&M. From Watch fashion news. (2010). 
http://www.youtube.com/watch?v=-NqxL4uwqHE&feature=related

<Fig. 6> Martin Margiela, Make up your mind. From Artepification. (2010).
http://www.youtube.com/watch?v=_HAu-bFY62k

이너 특유의 독창적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외에도 Tod's는 <Pashmy dream>을, Miu Miu는 

<Portrait of hailee>를, Givenchy는 <Audition>을, Hu-
ssein Chalayan은 <Interval>을 선보인 바 있다. 또한 

컬렉션의 준비과정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에피소드

나 비하인드 스토리, 현대패션에 있어 패션의 아이

콘이라 불리는 디자이너 개인의 인생이나 작품세

계를 테마로 한 단편영화 역시 선보여지고 있다. 
Louis Vuitton의 수석디자이너인 Marc Jacobs의 창

조적 작품의 전개과정과 컬렉션 진행과정을 다룬 

2007년 <Marc Jacobs & Louis Vuitton>, Vogue지의 

편집장 Anna Wintour가 준비하는 2008F/W 컬렉션

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형식의 필름 <The september 
issue>, Fendi의 Karl Lagerfeld가 2009F/W 컬렉션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하는 모든 상황을 스토리로 한 

<The day before>를 선보여 패션컬렉션 개최 과정

에서의 디자이너 고민과 사실적 스토리를 전달하

였고, 디자이너나 패션브랜드에 대한 이해를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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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역할을 제공하였다(Kim, 2013). 

2) Presentation fashion film
컬렉션의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패션필름 역시 

10분 이내의 동영상 이미지로 표현된 영상 패션의 

한 유형이다. 본 장에서는 프레젠테이션 패션필름

의 사례를 스토리 기반 없이 동영상 중심의 극적인 

이미지를 표현한 것들로 시즌 컬렉션의 이미지 콘

셉트를 사전 전달하거나 컬렉션을 대신하는 수단

으로 활용된 경우, 그리고 컬렉션 시작에 앞서 컬

렉션의 콘셉트를 전달하기 위한 프레젠테이션 필

름으로 제작된 경우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런던에서 파리로 무대를 옮겨 자신 만의 독특한 

작품세계를 추구하고 있는 Gareth Pugh의 경우, 사
진작가 Nick Knight, Ruth Hogben 등과 다양한 패

션필름을 제작하여 패션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활

용하고 있다. 2008년 <Insensate>를 시작으로, 2009F/W 
에는 무대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단 한 명의 

모델만을 이용하여 사전 제작된 패션필름을 <The 
visionaries>를 상영하여 컬렉션을 대신하였다. <Fig. 
7>과 같이 블랙 색상 위주의 화면과 실루엣의 극적 

효과를 최대한 부각시킨 모델의 역동적인 움직임, 
복제된 모델에 의한 대칭과 중첩된 화면 구성 등 그

가 추구하는 시즌 컬렉션의 콘셉트와 의상의 실루

엣을 표현함에 있어 실제 컬렉션보다 더욱 강렬한 

이미지를 전달하였다. 뿐만 아니라 <Joie de vivre>, 

<Fig. 7> Gareth Pugh-The visionaries. From Ruth. (2009).
http://showstudio.com/project/gareth_pugh_a_w_09

<Fig. 8> Alexander Mcqueen, Plato's Atlantis. From Masion chaplin. (2011).
http://www.youtube.com/watch?v=L4YjnhesYUM 

<Soft Techno>, <Pitti Immagine #79> 등 많은 패션

필름을 통해 자신의 작품에 대한 창조적 비전의 정

수와 실험정신, 그리고 영상의 예술적 미학을 제시

하였다(Kim, 2013). 
Alexander Mcqueen 또한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

트들과의 협업을 통해 패션필름을 선보인바 있다. 
<Fig. 8>은 2010S/S 컬렉션을 위한 패션필름 <Plato's 
Atlantis>로 물에 가라앉은 도시 아틀란티스를 배경

으로 미래적이면서도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를 표현

한다. 나체의 여인에서 생물학적 변형을 통해 해저 

생물체로 변해가는 과정을 담은(Hong, 2010) 이 필

름은 공상과학과 미래, 해저 생물체 등의 조화를 

통해 컬렉션의 콘셉트를 확실하게 부각시키는 역

할을 수행하였으며, 실제 컬렉션에서는 대형 스크린

과 움직이는 크레인 위에서의 자동카메라에 의해 

영상을 상영함으로써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Yves Saint Laurent은 기존 컬렉션보다 프레젠테

이션 필름을 상영하여 컬렉션 콘셉트에 대한 메시

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2009F/W
에는 관능적인 여성의 목소리와 <Fig. 9>와 같이 이

에 현혹된 것과 같은 유명 배우 Michael Pitt의 표정 

연기만으로 섹스를 주제로 한 시즌 콘셉트를 전달

하였으며, 2010S/S에는 호텔 방 열쇠를 주운 소년

이 방안에서 한 여성을 기다린다는 이야기를 중심

으로 펼쳐지는 흑백 필름 <Melinda>를 선보였다

(Kim,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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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Victor & Rolf는 2009S/S에 디지털 영상의 가

상 컬렉션을 개최하였는데, <Fig. 10>과 같이 유명 

모델 Shalom Harlow가 21인의 모델 역할을 수행하

며 진행되었고(Kim, 2013), 마지막 무대에서는 두 

디자이너의 영상이 떠오르면서 금가루가 뿌려지고 

모든 것이 작은 픽셀로 분해되어 사라지는 이미지

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디지털 영상에 의해 제작된 

필름을 상영하여 컬렉션을 개최하는 사례는 2010
년 Burberry Prorsum의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Burberry Prorsum은 2011F/W에 중국 베이징 매장 

오픈을 기념하기 위해 3D를 이용한 컬렉션을 전 

세계에 동시에 상영하였다. <Fig. 11>과 같이 영국

출신 가수 Cliff Richard와 Dusty Springfield의 노래

가 흐르는 가운데 영국 밴드의 라이브 퍼포먼스와 

홀로그램 등을 활용한 영상을 상영하여 컬렉션을 

개최함으로써 브랜드가 추구하는 콘셉트와 이미지

를 전달하였다(Kim, 2013). 이는 소비자와 상호 소

통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영상물을 적

<Fig. 9> Yves Saint Laurent 2009F/W Homme. From Inezandvinoodh. (2011).
http://www.youtube.com/watch?v=cbh8mNaAnyI&feature=related 

<Fig. 10> Victor & Rolf 2009S/S. From Fbk1976. (2008).
http://www.youtube.com/watch?v=AhVWVODhJNw 

<Fig. 11> Burberry Prorsum Beijing. From Burberry. (2011).
http://www.youtube.com/watch?v=9t5dCIuz2wY

극 도입하여 글로벌 디지털 브랜드로서의 변화된 

이미지를 각인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패션필름은 독창적이고 세련된 영상

과 음악, 그리고 영상물 안에서 다채롭게 변형되는 

패션의 무한한 이미지 변형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

는 메시지의 효과를 보다 강렬하게 전달한다고 할 

수 있다. 또 무대와 관객, 다수의 모델들로 구성된 

기존의 컬렉션 차원을 벗어나, 옷 그 자체와 옷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디자이너나 브랜드

가 추구하는 감성 등 그 영역의 확장을 도모함은 

물론, 이를 관람하는 소비자나 관객 모두의 감성 

역시 보다 깊은 내면의 감성이미지까지도 불러일

으키게 하고, 동시에 상호교감 할 수 있는 커뮤니

케이션의 수단으로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2. Fashion animation
패션애니메이션은 일반적인 애니메이션에 패션

의 제 요소가 혼합되어 표현된 패션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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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하나이다. Jang and Yang(2010)는 특정 패션브

랜드가 브랜드의 콘셉트에 맞는 캐릭터를 개발하

고 해당 브랜드의 의상과 액세서리 등을 연출시켜 

시즌 콘셉트를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시각 커뮤니

케이션의 도구를 지칭한다고 하였듯이 패션애니메

이션은 영상 패션의 한 유형으로 독자적인 가치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Louis Vuitton의 Marc Jacobs는 2003년 팝 아티

스트 무라카미, 일본 애니메이션 작가 호소다 마모

루와의 협업(TechnoBoi11, 2006)에 의한 패션애니

메이션 <Super flat monogram>를 선보였다. 그리고 

2009년에도 가상의 모노그램 세계로 빠져드는 스

토리를 중심으로 후속작인 <Super flat first love>을 

발표하였다. <Fig. 12>와 같이 여자, 남자 주인공 캐

릭터와 모노그램 캐릭터의 작은 요정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스토리에서 무라카미에 의해 새롭게 탄

생된 모노그램의 프린트들은 경쾌한 음악과 함께 

밝고 유쾌한 이미지를 전달하며, 브랜드 로고 및 패

<Fig. 12> Louis Vuitton, Super flat first love. From Fashionologie. (2009).
http://www.youtube.com/watch?v=yqaXxSBZTZc  

<Fig. 13> Prada, Trembled blossoms. From AdworkerRU. (2008). 
http://www.youtube.com/watch?v=V5W_gII_fLQ

<Fig. 14> Marni, 2010 Summer edition. From Designcatwalk. (2010).
http://www.youtube.com/watch?v=dIUDPiMhjZM   

션 제품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역할을 한다. 
Prada 역시 다양한 영상 패션의 유형을 선보이고 

있는 가운데 짧은 스토리를 기반으로 하여 2008S/S
에 <Trembled blossoms>을, 2008F/W에 <Fallen shadow>
의 패션애니메이션을 발표하였다(Kim, 2009). <Fig. 
13>과 같이 아무 것도 걸치지 않은 순수한 소녀의 

탄생을 시작으로 화면에서 표현되는 다양한 꽃과 

나무, 물고기 등은 화려한 컬러감과 색채로 시즌 

컬렉션의 패턴과 동일시되어 표현되었으며, 주인공 

캐릭터가 착용한 옷과 신발, 백 등 모든 소품에 이

르기까지 컬렉션에서 선보여지는 작품의 사실적 이

미지를 반영하였다. 또 화려한 컬러와 패턴, 자연에

서 태어나 자연과 하나가 되는 주인공을 통해 동화 

같은 환상의 세계로 인도되는 것 같은 감정을 느끼

게 하였다. 
또 Marni는 2009F/W에 <Winter edition>과 2010S/S

에 <Summer edition>의 패션애니메이션을 발표했는

데, 두 편 모두 3분 이내의 짧은 애니메이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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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 없이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한 쌍의 남녀가 

만나게 되는 간단한 구성으로 전개된다. 두 편 모

두 동일한 캐릭터로 전개되었으며, <Fig. 14>와 같

이 <Summer edition>에서는 정원에 힘들게 앉아 있

는 여주인공에게 남자 주인공이 찾아와 서로 포옹

하자 시들은 꽃과 나무 역시 아름답게 피어나는 영

상을 표현하여 꽃을 주제로 한 시즌 콘셉트를 전달

하였다. 
시즌 컬렉션 테마를 전달하고 있는 패션애니메

이션뿐만 아니라, 브랜드가 추구하는 여성의 라이

프스타일과 신제품의 이미지를 연결시킨 패션애니

메이션으로 소비자와 커뮤니케이션하기도 한다. <Fig. 
15>는 2009년 발표한 Hogan의 <The carton>이다. 
이 패션애니메이션은 미국 애니메이션 작가인 Teddy 
Dodson에 의해 탄생된 것으로, 로스앤젤레스, 이비

자, 런던, 도쿄, 뉴올리언스 등에서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는 여자 캐릭터들을 중심으로 Hogan
의 핸드백, 신발 등 2009S/S ‘Hippie logo project’의 

주요 아이템들을 부각시키는 광고 동영상이다(Choi, 
2012). 이 영상은 시즌 새로운 제품 홍보를 위한 수

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동시에 만화 속 주인공 

캐릭터들을 통해 Hogan이 지향하는 모던하고 생동

감 넘치는 여성의 라이프스타일과 패션 이미지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며, 현실적인 스토리 

기반의 전개를 통해 소비자와 보다 친근하게 공감

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Fig. 15> Hogan, The carton. From Choi. (2012).
http://old.elle.co.kr/fashion/brandView.html?AI_IDX=5818

<Fig. 16> Jean charles de castelbajac 2009S/S. From Rgjustum. (2008).
http://www.youtube.com/watch?v=5VJ9CMKiQJg 

그리고 패션애니메이션은 3D 제작을 통해 패션

컬렉션을 대체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Castelbajac
은 2009S/S 컬렉션을 ‘3001S/S virtual LEGO Fashion 
show’라는 주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개최하

였다. 온라인 컬렉션에서는 <Fig. 16>과 같이 인터

넷 기반의 가상공간과 그 안에 존재하는 가상의 무

대, 살아 움직이는 것과 같은 레고 모델과 레고 관

객 모두 디지털 영상으로 표현된 3D 애니메이션을 

선보여 디자이너 특유의 유머러스함과 재치를 표

현하였다. 즉, 쇼 필름과 같이 패션컬렉션을 표현하

는 하나의 방식으로 3D 애니메이션을 선택한 것으

로, 실제 모델과 관객, 의상이 존재하여 개최되는 

기존 패션컬렉션의 방식에서 탈피된 패션컬렉션의 

새로운 표현방식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10분 이내의 짧은 시간 동안 브랜드

의 이미지와 콘셉트를 최대한 반영시킨 캐릭터들

은 패션애니메이션 안에서 패션모델의 역할을 수

행함은 물론, 이들이 착용하는 모든 의상과 소품 

역시 시즌 컬렉션의 사실적 이미지를 전달하게 된

다. 특히 브랜드마다 새롭게 창조된 캐릭터들은 브

랜드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독자적 캐릭터

로 존재하게 된다. 또 현실이 아닌 가상의 스토리

를 중심으로 어린 아이의 동심과 같은 상상의 세계

로 관객을 인도하기도 하고,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소비자와 감성적 공감대를 형

성하였으며, 애니메이션의 특성상 다양한 연령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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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로 상호 소통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적 가

치를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3. Video look book
다양한 영상매체를 이용하여 패션분야에 독립적

인 장르들이 구축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영상을 

활용한 패션컬렉션의 내용을 다시 구성하거나, 컬렉

션 이후 작품을 새로운 영상으로 재편집하여 비디오 

look book이라는 장르로 선보이기도 한다. 즉, 단편

영화나 패션필름의 경우 컬렉션 개최 이전 시즌 컬

렉션의 콘셉트나 신제품의 광고 및 홍보를 위해 제

작되는 것에 반해 컬렉션 이후 재편집 과정을 거쳐 

새롭게 제작된다는 점에서 그 차이를 나타낸다.
다양한 영상패션을 선보이고 있는 Prada의 경우, 

지난 2008년에는 컬렉션 무대에 유동형의 스크린

을 설치하고, 시즌 컬렉션의 콘셉트를 암시하는 영

상물을 모델들의 워킹과 함께 상영하였고, 이 컬렉

션 현장의 영상을 다시 ‘Fantasy look book’이라는

<Fig. 17> Prada real fantasies 2011F/W motion book. From Cyril. (2011).
http://trendland.net/?s=video+lookbook  

<Fig. 18> Halston video lookbook. From Cyril. (2009).
http://trendland.net/page/4/?s=video+lookbook 

<Fig. 19> C’N’C Costume National, Virtual landscapes. From Cyril. (2010). 
http://trendland.net/cnc-costume-national-virtual-landscapes-runway/ 

명칭으로 재편집하여 공개하였다(Lee & Kim, 2011). 
이후 시즌마다 look book을 선보이고 있는데, <Fig. 
17>은 2011F/W 컬렉션을 재편집하여 공개한 비디오 

영상이다. 이 look book은 프로듀서인 James Lima와 
사진작가 Phillip Meech를 선두로 일러스트레이터

와 아트 디렉터, 컴퓨터 그래픽 아티스트 등 다양

한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에 의해 탄생된 영상으로

(Cyril, 2011) 약 2분여의 짧은 시간 동안 Prada 시
즌 컬렉션의 핵심적 요소를 압축시켜 놓은 것과 같

은 이미지를 나타내며, 실사와 일러스트, 그래픽 작

업들의 묘한 조화는 새로운 예술적 가치의 미학을 

반영한다. 
Halston 역시 2009F/W 컬렉션을 기반으로 look 

book을 제작하였다. <Fig. 19>와 같이 컬렉션의 피

날레 무대에 선보인 이브닝드레스를 입은 모델이 

도시의 밤거리를 뛰어가는 이 영상은 아무런 대사 

없이 영상의 이미지와 감미로운 음악만으로 구성

되어 있다. 또한 컬렉션에 등장하는 다양한 작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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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이나 계단에 앉아 있는 모델, 거리를 지나가

는 모델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모델들을 통해 

컬렉션 전체의 작품이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

성되어 있고, 사실적인 도시 밤거리를 무대로 전개

됨으로써 현실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게 한다. 
또 C’N’C Costume National은 2010F/W 컬렉션

에서 디지털 모션필름 작가인 Diana E. Le Quesne
와 협업하여(Lee & Kim, 2011) 컬렉션 무대에 터널 

형태의 입체가상공간을 설치하였고, 여기에 컬렉션

의 콘셉트를 전달할 수 있는 환상적인 영상의 이미

지를 연출하였다. 컬렉션 이후 이 터널의 가상공간 

안에서 다양한 포즈를 취한 모델들의 모습을 재편

집하여 <Fig. 19>와 같이 비디오 look book의 형태

로 웹사이트에 공개함으로써 특정 관객과 장소, 시
간에 구애 받지 않고 컬렉션이 끝난 후라도 다수의 

관객들에게 실제 컬렉션을 보는 것과 같은 홍보의 

효과를 갖게 한다. 
Vanessa Bruno 역시 매 시즌 컬렉션을 다시 비디

오 look book으로 재편집하여 브랜드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다. 2009년에 발표한 <Le film>은 연약

한 존재감의 여성이 리듬과 바람과 함께 강해지는 

변화의 움직임, 그리고 하늘로의 해방과 함께 세상

의 모든 것들에 대해 승리를 얻는 모습을 그려냈으

며, 자연스러운 여성성과 진실성에 대한 영상으로 

시즌 컬렉션에 대한 콘셉트를 반영하였다(Choi, 2009). 
또 2010년 발표한 <Lov>는 2011F/W 컬렉션과 초현

실적인 풍경, 미스터리한 여성성의 조화를 표현한 

사랑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2년에 발표한 

<Moonlight>는 <Fig. 20>과 같이 Stephanie Di Giusto 
감독의 영화 ‘Moonlight’와 모델 Kate Bosworth, 
2012S/S 컬렉션 작품과의 조화를 통해 신비로우면

서도 무의식의 자아를 찾아가는 여성의 이미지를 

담아내 시즌 컬렉션의 콘셉트 및 프렌치 시크를 표

<Fig. 20> Vanessa Bruno, Moonlight. From Vanessa Bruno. (2012).
http://www.vanessabruno.com/ 

방하는 브랜드의 이미지를 반영하였다(“Vanessa”, 
2010).

이와 같이 많은 패션브랜드들은 컬렉션을 다시 

재편집한 비디오 look book을 통해 일회성의 컬렉

션이 아닌 시공간을 초월한 영원불멸의 컬렉션을 

선보이고 있다. 이 역시 패션브랜드들이 동영상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라 할 수 

있으며, 다양한 영역의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을 통

해 패션컬렉션에서 제공할 수 없었던 다양한 이미

지와 영감의 원천을 다시 한 번 재탄생시키고 있다. 
즉, 보다 생동감 있고 독창적인 영상의 미학을 통

해 시즌 컬렉션을 재 표현하는 또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IV. Aesthetic Values of Image 
Fashion as Fashion Communication 

Tool in the 21st Century

영상 패션은 단순히 브랜드의 이미지를 전달하

기 위해 제작되던 초기 단계를 지나 이제 다양한 

장르를 통해 패션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첨단 디지털 영상문화의 급속한 발

전과 이를 수용하여 생활화하고 있는 현대인의 라

이프스타일을 중심으로 텍스트보다 시각적 이미지

의 비중이 부각되고 있는 현대사회의 특성상 패션

과 영상의 결합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패션

의 기능적 측면 외에 미적감성의 표출 수단이며, 커
뮤니케이션 도구로 존재하는 패션의 가치는 시각

적 이미지를 바탕으로 하는 영상의 본질적 특성과 

부합되어 패션 특유의 독창적 감성과 예술미학적 가

치를 부각시킨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Kim, 2013)
를 통해 21세기 패션 필름이 융합 예술, 홍보성, 탈 

경계성, 상호작용성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음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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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였고, 이를 보다 심화시켜 연구한 21세기 현대

패션에 나타난 영상 패션의 경향 고찰을 통해 이에 

내재된 미적 가치를 융합예술로서 탈 경계성, 가상

과 현실세계의 조화를 기반으로 한 환상성, 그리고 

디자이너와 영상 패션을 접하게 되는 수용자, 더 

나아가 인간과 영상매체, 패션 간에 작용하는 상호

작용성으로 범주화하였다.

1. The form of trans-boundary as convergence 
art

현대 사회의 모든 영역에 있어 융합의 현상은 이

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예술문화적인 측면뿐만 아

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각 영역 간의 경계초월과 협업, 그리고 첨단 디지

털 영상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독창적인 이미지와 

감성을 표현하고, 다수의 수용자와 커뮤니케이션하

고자 하는 패션의 욕구는 현대 패션에 있어서 영상 

패션의 경향을 가속화 시키는 하나의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영상 패션은 오늘날 영상과 패션의 융합

에 의해 탄생된 하나의 독립적인 장르로 존재하며, 
무엇보다도 영상성에 가치를 수반한다. 

그리고 단편영화, 패션필름, 패션애니메이션, 비
디오 look book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는 영상 

패션은 표현방식에 있어 패션디자이너의 작품을 기

본으로 감독, 프로듀서, 디렉터, 사진작가, 모델, 컴
퓨터 그래픽디자이너, 스타일리스트, 뮤직디렉터, 
세트디자이너 등 다양한 분야의 수많은 아티스트

들과의 협업에 의한 융합예술의 결정체라 할 수 있

다. 특히 영상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단순한 이미지

의 사용이 아닌 각종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다양

한 양상으로 연출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영상 패션 

역시 협업과 융합의 가치를 수반하게 된다. 또한 

고정된 시공간상에서 이루어지는 기존 패션컬렉션

이나 이차원적인 평면의 지면 위에서 이루어지는 

한 장의 컷이 아닌 움직이는 동영상 기반의 영상 

패션은 패션커뮤니케이션의 전통적인 개념을 벗어

나 확장된 탈 경계의 가치를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 
또 많은 패션브랜드들이 집중하고 있는 영상 패

션의 경우, 내적인 측면에 있어 대부분 시즌 컬렉

션의 콘셉트 전달이나 신제품의 광고 홍보를 위한 

목적에서 활용하게 되고, 일회성의 패션컬렉션에서 

전달할 수 없는 섬세한 감성과 메시지를 수용자와 

커뮤니케이션하게 된다. 그리고 화면을 통해 표현

되는 다양한 이미지들은 옷이라는 하나의 물질적 

존재를 떠나 시공간뿐만 아니라 인간의 의식과 무

의식의 경계를 초월한 감성 커뮤니케이션으로 존

재하여 패션의 본질적 가치를 넘어 탈 경계적인 영

상예술의 미학으로 표현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영
상 패션 안에서 패션은 그 자체의 본질뿐만 아니라, 
하나의 이미지로 존재하게 되고, 시각적 이미지와 

복합매체적인 속성을 지니는 영상의 특성이 반영

됨으로써 융합예술이자 각자의 영역에서 보다 확

장된 탈 경계의 가치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2. Fantasy in harmony with virtuality and reality
독일 미학자 Ranke는 환상의 미학이란 미적 관

조에 있어서 사람의 의식 속에는 미적 가상이 현실

이라는 표상과 가상이라는 표상이 동시에 존재한

다는 것으로 예술 작품은 환각을 일으킬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Aesthetic illusion”, 2012)이라고 주장

한바 있다. 즉, 영상 패션 역시 예술매체의 일종으

로 환상성이라는 예술미학의 가치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패션의 가치는 기능과 실용의 측면뿐만 

아니라, 인간의 미적욕구이자 아름다움에 대한 환

상의 매개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환상에 대

한 패션의 욕구는 현실적인 스토리 기반뿐만 아니

라, 가상의 현실과 비현실의 이상적 이미지를 표현

하는 단편영화, 패션필름,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통

해 펼쳐지는 가상의 세계 속에서 보다 강조되어 표

현된다. 
영상 패션에 내재된 환상성의 미학을 강조시키

는 요소 중 하나는 인간의 내면에 숨겨진 무의식의 

감성을 자극하는 가상의 스토리라고 할 수 있다. 스
토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대부분의 영상 패션의 

경우 남녀의 러브스토리나 자아를 찾아가는 여성

의 이미지, 미스터리한 극적 전개의 스토리 등을 

기반으로 전개되어 환상의 이미지를 표출한다. 또 

스토리 기반이 아닌 패션필름의 경우, 실루엣을 부

각시키기 위한 모델들의 역동적인 움직임, 영상기

법에 의한 빠른 화면 전개, 복제되거나 왜곡되고 

변형된 신체의 비현실적인 형상, 추상적이면서도 

복합적인 디지털 영상의 배경화면, 비물질적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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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닌 빛의 활용 등은 사운드 트랙 효과와 함께 

환상성의 미학을 표출하게 한다. 패션애니메이션 역

시 브랜드의 이미지를 함축시켜 놓은 가상의 캐릭

터와 화면 전개로 가상을 전제로 한 환상의 이미지

를 표출하며, 비디오 look book 역시 시즌 컬렉션을 

기반으로 다양한 컴퓨터 그래픽의 편집 구성에 의해 

가상과 현실이 조화된 환상성의 특성을 나타낸다.
특히 정지된 사진과 달리 현실의 움직임이나 비

현실적 이미지를 생산하는 동영상의 이미지들은 

각자의 프레임 안에서 독특한 공간을 재형성하게 

되고, 슬로우 모션이나 빠른 전개의 화면 속에서 

왜곡되거나 축약된 시간을 통해 시간성까지도 재

형성되어 환상의 이미지를 갖게 한다. 이에 따라 

전개되는 이미지가 실제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와 같은 착각

을 일으키며, 이는 수용자 개개인의 경험과 감성에 

따라 다양한 의미 생성 및 서로 다른 환유의 감성

을 일으키게 된다. 뿐만 아니라 영상 속 유명배우

나 모델들에 의해 연출되는 패션의 이미지는 패션 

그 본래의 가치뿐만 아니라, 화면 속 영상의 제 요

소들의 가치나 이미지와 중첩됨으로써 새로운 은

유의 대상으로 표현되고, 수용자 역시 이들과 동일

시되는 것 같은 환상적 감정의 사유를 갖게 되는 

것이다. 
즉, 다채로운 색상과 빛을 기반으로 한 영상의 

속성은 단순히 영상의 이미지만을 통해서도 환경

을 변화시키게 되고, 다양한 디지털매체와의 결합

을 통해 가상의 이미지 생성 및 환상적인 공간을 

연출하게 한다. 특히 2D를 넘어 3D, 그리고 다양한 

그래픽 작업이 조화된 영상 패션은 현실과 가상세

계의 모호함을 연출하여 시공간을 초월한 심리적 

환상의 극적 효과를 가능하게 하였고, 인간의 내면

과 감성을 자극하는 가상의 스토리, 환상적인 음악, 
디지털 영상의 표현기법 등에 의해 환상성의 사유

를 표현하였다.  
  
3. Interactivity 
과거 커뮤니케이션의 방식과 같이 송신자와 수

신자 간에 발생하는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양식에

서 벗어나, 이제 디지털 뉴 미디어의 환경 아래에

서는 개별적인 수용자 사이는 물론, 수용자와 매체, 

그리고 송신자와 수신자, 매체 모두를 포괄하는 다

매체, 다채널의 관계 속에서 동시 다중적인 상호작

용성의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즉, 상호작용성은 아

날로그 미디어와 디지털 미디어의 근본적인 차이

를 나타내는 속성이라 할 수 있으며, 웹 기반의 디

지털 영상 매체를 중심으로 제작되는 영상 패션의 

특성을 나타내는 차별된 가치라 하겠다. 
옷의 본질에 충실한 패션의 개념보다는 이미지

와 감성에 호소하는 패션, 그리고 디자이너의 철학

과 영감의 원천까지도 하나의 작품으로 표현되는 

현대패션에 있어, 이를 소비하는 수용자의 참여나 

이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중요 요소 중 하나이다. 
패션필름을 비롯하여 다양한 영상 패션의 유형이 

등장하고 있음은 이러한 흐름을 인지한 많은 패션

브랜드들이 소비자와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도구로 움직이는 영상 패션을 선택하여 

변화된 환경 하에서 다각도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의 

공간 속에서 전 세계에 동시에 선보여지는 가상의 

영상 컬렉션은 한정되고, 고정된 공간에 놓인 수용

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의 수용자와 실시간으로 소

통할 수 있으며, 수용자 역시 컬렉션에 관객이라는 

하나의 구성요소로 상호 소통하게 되고, 웹 기반의 

다양한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

함으로써 양방향성의 작용을 가능하게 한다. 또 이

러한 디지털 매체의 상호작용성의 가치는 신개념

의 광고 수단으로 존재하기도 한다. 많은 브랜드들

이 단편영화나 패션필름, 비디오 look book과 같은 

영상물들을 자사 홈페이지나 각종 동영상 사이트

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새로운 컬렉션이나 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광고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

며, 홈페이지 상에 제시된 콘텐츠를 통해 직접적인 

구매로까지 이어지게 한다. 또 원본의 의미보다는 

무한 복제되는 영상 매체의 속성과 함께 영상 패션 

역시 일회성이 아닌 시간의 지속적인 영원성을 지

니며, 시공간을 초월한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가능

하게 한다고 하겠다. 
즉, 영상 패션은 디지털 환경 하에서 변화된 패

션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 작용하고 있으며, 메시지

의 전달자인 패션디자이너나 브랜드와 수신자 간

의 일체감이나 동화감과 같은 감성을 증대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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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인간과 패션, 영상 간에 발생하는 양방향의 상

호작용이라는 가치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V. Conclusion

영상 패션은 패션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것

인가의 문제, 그리고 그 전개방식과 소통의 과정을 

다양한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을 통해 예술적 영상

의 미학으로 표현한 독립적인 장르라고 할 수 있다. 
패션커뮤니케이션의 매체로 패션컬렉션이나 패션

사진, 광고와 같은 수단이 사용된 과거에 반해 첨

단 디지털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디지털 문명의 수

혜를 누리는 현대인의 삶의 방식은 패션커뮤니케

이션 분야에도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에 움직이는 

영상의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패션커뮤니

케이션이 등장하게 되었고, 패션커뮤니케이션의 새

로운 도구로 등장한 영상 패션은 영상미학의 예술

로 표현되어 다채로운 감성의 메시지와 홍보 역할

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21세기 영상 패션을 

패션필름, 패션애니메이션, 비디오 look book으로 

유형화하여 경향을 고찰하였고, 미적가치를 조명한 

것으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패션필름은 단편영화와 컬렉션의 프레젠테이션

을 위한 패션 필름 두 가지로 구분되었다. 단편영화

는 5~10분 이내로 제작되는 쇼트필름의 형태로 스

토리를 기반으로 하거나 스토리 없이 창작 영상을 

중심으로 한 영상, 또는 컬렉션의 준비과정에서 일

어나는 갖가지 에피소드나 비하인드 스토리, 디자

이너 개인의 인생이나 작품세계를 테마로 전개되어 

신제품에 대한 광고 홍보 및 시즌 컬렉션의 콘셉트, 
디자이너나 패션브랜드에 대한 이해를 돕는 커뮤니

케이션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패션필름은 스토리 기반 없이 창작된 동영상 중심

의 이미지를 표현한 것들로 시즌 컬렉션의 콘셉트

를 사전 전달하거나, 기존의 오프라인 컬렉션을 대

신하는 온라인 컬렉션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특
히 디지털영상의 그래픽 표현기법에 따라 다채롭게 

변형되는 추상적인 배경화면과 의상 및 영감이 된 

모티브들의 무한한 이미지 변형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시즌 컬렉션의 콘셉트와 메시지를 보다 강렬

하게 전달하였다. 패션애니메이션은 브랜드의 콘셉

트와 이미지에 맞게 창작된 독창적인 캐릭터, 시즌 

컬렉션의 새로운 의상과 소품 등을 함께 연출하여 

브랜드 고유의 독자성을 나타냈으며, 비현실적 상

상의 세계를 통해 전개되는 스토리를 기반으로 어

린 아이와 같은 동심의 세계를, 또는 현실 기반의 

스토리 구성으로 관객과 감성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를 나타냈다. 시즌 컬렉션 이

후 작품을 새로운 영상으로 재편집하여 공개하는 

비디오 look book은 패션컬렉션에서 제공할 수 없

었던 다양한 이미지와 영감의 원천을 다시 한 번 재

탄생시키고, 새로운 영상예술의 가치를 반영하였다. 
이상의 사례고찰을 통해 현대패션에 나타난 영상 

패션은 전반적으로 예술적 영상의 미학을 내재하고 

있으며, 첫째, 다양한 영역의 아티스트들과의 협업, 
시각적 이미지와 복합매체적인 속성을 지니는 영상

의 특성이 반영됨으로써 융합예술이자 확대된 탈 

경계의 가치를 반영하였다. 둘째, 인간의 내면과 감

성을 자극하는 가상의 스토리, 환상적인 음악, 디지

털 영상의 표현기법 등 가상과 현실의 조화를 기반

으로 한 환상성의 가치를 나타냈다. 셋째, 인간과 

영상매체, 패션 간에 작용하는 양방향의 상호작용

성의 가치를 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오늘날 예술영역의 독자적인 구분보다는 작품 

표현방법의 문제가 더 중요시되고 있고, 표현방식

의 차이는 지정된 사항이 아닌 선택의 문제로 존재

한다. 다양한 유형을 통해 전개되는 영상 패션 역

시 현대패션이 표현되는 하나의 방식이며, 독창적

인 패션의 감성 및 메시지 전달을 위해 매체예술로

까지 확장하여 새로운 형식과 내용을 실험함으로

써 자신의 창작영역을 확장하고자 하는 디자이너

들의 예술적 실험정신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영상 

패션이 향후 패션디자인 및 패션산업의 확장된 감

성커뮤니케이션 도구로 활용되는데 주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연구를 통해 급속하게 

변화하는 패션커뮤니케이션 분야에 대한 다각도의 

관심과 영상 패션의 후속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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