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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1세기 현대사회는 첨단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간의

경제 활동 및 소득수준의 향상은 소비 환경의 패러다임

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은 현대 디

자인에 반영되어 다양한 문화와 예술적 표현을 통해 새

로운 공간적 양상으로 나타난다. 현대 공간에서 예술의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예술은 자연스레 일상화되었으며

상업 공간의 중요한 역할로 자리 잡았다. 따라서 소비자

들이 상품을 구매하려는 일차적 목적을 넘어서, 상업공

간에서 상품을 직접 비교하고 체험하며 재미, 즐거움 등

의 감성적 교류를 하고자 하는 성향이 높아졌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여 패션 브랜드 기업들은 세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kck@kookmin.ac.kr
** 이 논문은 국민대학교 교내연구비와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22B-2013-0012-671)

주요 도시마다 일반 매장과는 차별화된 콘셉트의 패션

플래그쉽 스토어를 내세워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적용된

다양한 문화·예술·체험의 영역을 확대 시켰다. 판매만을

위한 상업적 개념의 공간이 아닌, 새로운 공간에서 나타

나는 신선함, 즐거움, 재미, 유희적 감성은 빠질 수 없는

요소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기술

과 융합하여 재미를 추구하는 ‘퍼놀로지(Funology)’라는

트렌디(trendy)한 디자인 문화 형태가 나타났다. 퍼놀로

지는 현대의 첨단기술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용한 재

미가 융합되어 펀과 테크놀로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형

태의 합성어이다. 이에 패션 기업들은 의미 없는 단순한

공간보다 호기심을 자극하여 즐거운 경험과 재미를 동

시에 느끼는 공간으로써 ‘퍼놀로지(Funology)’적 특성이

나타나는 패션 플래그쉽 스토어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션 플래그쉽 스토어와 퍼놀로

지의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패션 플래그쉽 스토어에서

나타난 퍼놀로지(Funology)의 표현 방법과 그 공간에서

나타나는 표현 특성을 통해 퍼놀로지 공간 특성의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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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를 도출한다. 공간 특성의 키워드를 통해 사례 분석하

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패션 플래그쉽 스토어와 퍼놀로

지에 대한 관계를 확인하고 퍼놀로지가 적용된 공간 특

성과 표현 방법, 특징을 분석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트렌드에 민감한 현대인들은 새롭고 독특한 것을 지향

한다. 이러한 현대들의 시선을 당기기 위한 트렌드 중

하나인 퍼놀로지(Funology:펀(fu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는 광고, 패션, 인테리어, 가구 등 디자인하는 과

정에 있어 주목할 만한 요소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현

대인들은 일상적 공간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기를 원하며

‘재미’야말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경쟁력을 가진

동력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퍼놀로지의 특성이 패션 플래그쉽 스토어에서 소비

자의 감성을 움직이는 데에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가를

기존의 선행연구와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개념

에 대해 살펴보고, 패션 플래그쉽 스토어와 퍼놀로지의

상관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성에 대해 도출된 키워드를 바

탕으로 사례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

서는 서론과 본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을 제시하고, 연구

의 방법과 범위에 대해 설명한다. 제2장은 플래그쉽 스

토어의 전반적인 개념과 특성, '펀(Fun)'과 ‘테크놀로지

(Technology)', 퍼놀로지에 대한 선행연구 및 문헌을 통

해 이론적 고찰을 진행한다. 제3장은 패션 플래그쉽 스

토어에 나타난 퍼놀로지의 각 영역별 표현 방법을 통해

퍼놀로지의 표현 특성과 특징적 요소를 알아보고 정리된

개념에서 나타나는 둘의 상관관계를 통해 퍼놀로지의 공

간 특성 키워드를 도출한다. 제4장은 해외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패션 플래그쉽 스토어를 퍼놀로지 공간 특성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사례분석 한다. 본 연구는 패션 플래

그쉽 스토어와 퍼놀로지의 공간 특성을 바탕으로 사례

분석 해봄으로써 이 둘의 상관성에 대해 실증적으로 확

인하고 퍼놀로지가 적용된 공간에서의 특징을 살펴보고

자한다.

2. 이론적 고찰

2.1. 패션 플래그쉽 스토어에 대한 이해
(1) 플래그쉽 스토어의 개념

플래그쉽 스토어(Flagship Store)는 매장에 깃대(Flag)

를 꽂는다는 표현으로 브랜드의 여러 매장을 대표하는

공간이다. 일반매장과는 차별화를 둔 공간으로 브랜드

이미지와 아이덴티티 구축을 위해 차별화된 마케팅전략

을 내세워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여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인지도를 구축하고 매출의 상승효과를 높

이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제품판매의 목적을 둔 일반매

장과는 달리 그 브랜드만의 차별화된 체험을 제공함으로

써 소비자들에게 브랜드의 이미지를 함께 판매하는 곳으

로 브랜드와 소비자의 관계를 밀접하게 연결하여 소비자

의 라이프스타일과 가치를 브랜드로 연결해주는 공간이

다.1) 즉 플래그쉽 스토어는 소비자가 공간에서 만족할

수 있는 색다르면서 매력적인 시각적 표현 방법을 앞세

워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잘 드러나도록 고품격이면서 새

로운 형태의 공간을 말한다. 특히, 패션 플래그쉽 스토어

는 플래그쉽 스토어의 출발점이자 대표라 할 수 있다.

패션 플래그쉽 스토어가 과거에는 문화와 예술을 결합한

전시 공간에서 소비자와 교감을 할 수 있었다면 현재에

는 상품 판매 및 전시, 체험 공간에서 다양한 디스플레

이 효과, 신소재의 활용, 최첨단 디지털 환경, 그래픽 요

소 등으로 소비자가 공간을 직접 느낄 수 있는 트렌디

(trendy)한 체험방식을 통해 교감을 함으로써 넓은 매장

에서의 다양한 공간 표현 방법과 함께 여러 가지 효과를

갖는다.

<그림 1> 일반 매장과 플래그쉽 스토어의 비교

(2) 플래그쉽 스토어의 전반적 흐름 및 특성

1980년대에 들어서서 대내적인 산업 환경의 악화로 인

해 한국패션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었으나, 1980년

대 중반부터 성숙기로 접어들어2) 1980년대 후반부터는

고급화, 편의성, 감성적, 개성화를 추구하는 소비자 욕구

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패션 전문 스토어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3)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매장

산업(retail industry)은 전위적이면서 호기심을 자극하는

풍요로운 공간들을 선보이기 시작했다. 렘 쿨하스(Rem

1) 이혜미, 화장품 플래그쉽스토어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방안, 성균
관대 석사논문, 2016.2, p.18

2) 최선형, 박혜선, 손미영, 전양진, 『21세기 패션마케팅, 서울: 창지
사』, 2005, p.27

3) 이호정, 정송향, 『셀렉트숍 성공전략, 서울: 패션인사이트(주)』,
2011, 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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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olhaas)와 같은 선도 건축가와 디자이너들은 각종 명

품 브랜드의 플래그쉽 스토어를 디자인했다.4) 렘 쿨하스

이외에도 마크 뉴슨(Marc Newson)과 렌조 피아노

(Renzo Piano)등 인지도 높은 세계적인 디자이너와 건축

가들이 각종 명품 플래그쉽 스토어를 디자인 하였다.

건축적 공간감이 느껴지도록 극적인 표현을 전면에 내

세워 예술, 카페, 다이닝, 패션, 갤러리 등을 융합시킨 일

반 매장과의 차별화된 시스템을 도입하여 플래그쉽 스토

어만의 새로운 공간 패러다임을 등장 시켰다. 최신 유행

하는 트렌드가 있듯이 패션 플래그쉽 스토어에서도 소비

자의 시선을 사로잡는 ‘펀(Fun)'한 감성 마케팅이 중요

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더 이상 소비자에게 단순히

고급화된 매장의 분위기만으로는 경쟁력이 낮으며 마치

공간이 예술 작품 수준의 의미를 갖으면서 시각적 즐거

움을 전달함과 동시에 브랜드 프로모션을 적용한 재미있

는 프로그램이 결합된 상징적인 공간이 전략적이다. 즉,

패션 플래그쉽 스토어는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lifestyle)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차별화된 브

랜드 아이덴티티가 반영된 새로운 형태의 문화 소비 라

이프의 대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구분 목적 공간 구성 시각적 요소

일반 매장

제품 판매의 목적
을 가지고 소비자
를 위한 서비스 위
주의 공간

제품위주로 구성된 판매
공간

그래픽, POP 등을
사용, 미술, 가구

플래그쉽
스토어

직접적인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경험
할 수 있는 커뮤니
티 공간

차별화된 시스템을 도입하
여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강화한 판매+α의 공간

브랜드 아이덴티티
가 돋보이는 쇼윈
도 디스플레이, 인
스톨레이션, 뉴미디
어, 키네틱 아트,
파사드

<표 2> 일반 매장과 플래그쉽 스토어의 공간과 시각적 요소

이에 반해 국내 플래그쉽 스토어는 자칫 여러 브랜드

들의 집합소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또한 고객과의 교감이나 브랜드 체험을 차별화할 만한

매장이 충분하게 마련된 곳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유행하는 트렌드를 앞서는 것도 중요하

지만 무엇보다 타 매장과 차별성을 갖는 것이 고객의 마

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지름길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이다.5) 따라서 플래그쉽 스토어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감

4) 한효정, 체험마케팅을 적용한 플래그쉽 스토어 디자인에 관한 연
구, 홍익대 석사논문, 2005, p.33

성에 부합하는 라이프스타일의 핵심 가치를 문화적 이슈

와 결부시킴으로써 일반 매장과는 차별화된 공간의 이미

지로 각인된다. 소비자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직접 경

험함으로써 감성적 욕구를 충족하고 공급자는 광고 기회

를 얻는 동시에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효과적 멀티채널

(multichannel)6)이 가능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플래그쉽 스토어는 ‘컨셉 스토어(concept

store)+체험’ 이라고 할 수 있다.

2.2. 퍼놀로지(Funology)에 대한 고찰
(1) 펀(Fun)의 개념과 정의

‘펀(Fun)'의 일반적인 개념은 재미, 즐거움, 우스움, 기

쁨, 오락, 놀이 등으로 요한 하위징아(Huizing, Johan)에

따르면 “펀은 모두에게 친숙한 삶의 절대적 기본 카테고

리”라고 했으며 많은 사람들의 직장, 사회적 기능, 오락,

놀이, 평범한 활동 등 일상생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인간의 인지 활동 및 감각기관을 통해 발생하는 능동적

인 감성으로써 그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나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그 자체만을 즐기는 것으로 정의된다. 켈

리(Kelly, J, R)는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만들어지는 즉각

적이며 즐겁고 유쾌한 경험이라고 정의하고 있다.7)

<그림 2> 펀(Fun)의 일반적 구성 요소

퍼놀로지(Funology)의 ‘펀(Fun)’은 ‘우연한 사건, 행

동, 상황 혹은 아이디어 표현에서 나타나는 특질로서 웃

음이나 부조화(incongruity) 혹은 어색함을 유발하는 것

(웃음이나 즐거움)’, ‘아이디어, 상황, 우연한 사건 혹은

부조화적인 요소를 발견하여 표현하고 평가하는 정신적

인 능력(우스꽝스러운 모방 또는 표현)’, ‘우습게 하려는

행동이나 노력’ 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다.8) 창조

적이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통한 기술을 공간에 구현해야

하는데 있어 일관적 사고만을 고집해왔던 과거의 전체주

의적 사고방식에서 현대인들에겐 다양한 형태로의 사고

를 할 수 있도록 방향성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재미’

야 말로 독특한 사고의 전환을 이끌어주는 가장 경쟁력

5) 최지은, 식음료 전문 브랜드를 위한 플래그쉽 스토어 디자인에 관
한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2009, p.40

6) 멀티채널(multichannel):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다중 구조. 다중적
의미를 말한다.

7) 펀 디자인 광고/김선정, 쇼윈도 디스플레이의 펀(Fun) 요소 표현
방법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2016

8) 신민아, 현대공간에 나타난 퍼놀로지적(Funological) 오브제의 특성
연구, 국민대 석사논문, 2016, p.61./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USA Merrian-Webster Inc, 1984

구분 흐름
1980년대 초반 산업 환경 악화로 인한 한국 패션산업의 국제 경쟁력 약화

1980년대 후반
고급화, 개성화, 편의성, 감성화를 추구하는 소비자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패션 전문 스토어 등장

1990년대 중반 호기심을 자아내는 풍요로운 공간을 선보이기 시작

2000년대 초반
통합적 라이프스타일 체험이 가능한 공간으로 플래그쉽

스토어를 확대

<표 1> 플래그쉽 스토어의 전반적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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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수단이다. 광고에서부터 공간까지 ‘펀(Fun)’의 영역

이 확대되면서 패션 플래그쉽 스토어에서도 쉽고 자연스

럽게 ‘펀(Fun)'을 경험할 수 있다.

(2) 테크놀로지(Technology)의 개념

‘테크놀로지(Technology)’는 사전적 의미로 어떤 것을

생산하거나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한 기법에 대한 체계

적 연구를 뜻하며, 영어의 테크놀로지는 ‘기예(Art)’, ‘기

능(Craft)’을 뜻하는 그리스어 ‘테크네(Techne)’와 ‘말’이

나 ‘얘기’를 뜻하는 ‘로고스(Logos)’가 결합된 의미를 뜻

한다.9) 사회학자인 마르셀 모스(Marcel Mauss,

1872~1950)는 “기술은 일반적으로 수동적이고 조직화한

전통적인 동작 및 행위의 집합이며, 이 모든 것을 결합

하여 물질적, 화학적 또는 유기체적 목적에 도달하는 것

이다.”라고 정의를 내렸다.10)

패션 플래그쉽 스토어에서 테크놀로지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목적 성취를 위해 필요한 기술이다. 즉, 퍼놀로지

의 공간에서 테크놀로지는 현대인이 공간에서 요구하는

경험 이상의 가치를 전달해주는 커뮤니케이션의 필수적

요소로 작용한다. 미디어 아트에서 확장된 인터랙티브

(interactive)를 기반으로 한 ‘테크놀로지+미술’의 예술 범

위에 포함된 키네틱 아트(kinetic art), 뉴미디어(new

media), AR/VR 등은 공간에서의 단조로움, 지루함을 탈

피시켜 현대인의 오감을 자극하는 쌍방향적 커뮤니케이

션의 특성을 가진다.

<그림 3> 공간에서 적용된 미디어 아트

(3) 퍼놀로지(Funology)의 개념

기능만을 추구하던 현대 사회에서 감성이 중요한 가치

요소로 확대되면서 일상에서 ‘즐거움’과 ‘재미’를 느끼는

것 또한 하나의 문화적 가치로 받아들여진다. 일상에서

의 놀이는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에 있어 필수적 요소로

작용되며 이러한 사회 현상은 ‘퍼놀로지’라는 새로운 트

렌드를 탄생시켰다. 퍼놀로지(Funology)는 펀(Fun)과 테

크놀로지(Technology)의 합성어로 제품이 단순히 외형적

으로 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어야 한다는 일차적인 디자

인 개념의 차원을 넘어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서 사용자

와의 교감을 통해 더욱 친근함을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

하여 기능적 측면과 감성적 측면 두 가지 모두 만족하게

하는 것이다.11)

9) 브리태니커, 서울: 한국 브리태니커 회사, 1992, p.175
10) 자크 엘루, 박광덕 역, <기술의 역사>, 서울: 한울, 1996, p.30

<그림 4> 퍼놀로지(Funology)의 기본 개념

고대로부터 생활 속에 펀(Fun)의 요소가 표현되어 왔

고 17,18세기에 이르러서는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 신문,

잡지, 예술 등에 펀의 요소들이 적용되어 나타나기 시작

하였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에 걸쳐 산업화, 도시화

등으로 서구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본격적으로 대

중매체가 들어서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대중예술이라는

문화적 산물이 일상생활에 등장한 것이다. 20세기에는

회화, 조각, 공예 등 여러 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건축까

지 펀의 표현적 양상이 나타났고 이러한 시대의 변화가

최근 우리 사회에 퍼놀로지(Funology)라는 새로운 트렌

드를 탄생시킨 결과이다.

(4) 퍼놀로지(Funology)의 활용

오늘 날 우리 사회는 편리한 기능만을 가지고는 더 이

상 소비자에게 이슈가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자기표현의 욕구가 강해진 현대인들에

게 단순히 편리한 기능만 갖춘 디자인만으로는 감성적

교류가 힘들며 경쟁력이 낮다는 의미다. 실제로 ‘재미있

다’의 반대말은 ‘재미없다’가 아니라 ‘안 팔린다’12)라고

할 정도로 소비자들의 관심이 재밌고 즐거운 라이프스타

일을 요구하게 되면서 감성 코드의 포커스가 ‘기능<감

성’으로 바뀌었으며 그만큼 퍼놀로지는 물질적, 심리적

만족을 시켜주는 소비 트렌드로써 감성과 기능이 결합된

다양한 측면에서 만족을 시켜주는 중요한 요소로 떠올랐

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오늘날 퍼놀로지 상품들이 주를

이루며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여러 디자인

분야들 가운데 광고·패션·제품의 세 가지 분야를 선정하

여 퍼놀로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현대 사회의 ‘퍼놀로지(Funology)’는 여러 분야의

디자인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의 생활과 동떨어

져 있는 것이 아닌 평범한 일상 가까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독특한 아이디어와 유희적 표현, 기술을 통해 소비

자의 유희적 감성을 자극시키고 기능적이면서 미적인 부

분까지 고려하여 소비자에게 감성적 욕구를 만족시켜주

는 동시에 유쾌함을 주는 요소로 작용한다.

11) 김현숙, 퍼놀로지(Funology) 패션디자인의 조형성 연구, 홍익대 석
사논문, 2013, p.20

12) 정재윤, <나이키의 상대는 닌텐도다-미래시장을 읽는 8가지 트랜
드>, 서울: 마젤란, 2006,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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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작품명 표현 특성 이미지

광고
디자인

크라운 파운틴
(The Crown
Fountain)

직접 촬영한 시카고
시민 1,000명의 얼굴
이 나오는 타워 조
형물로 관람자의 흥
미유발, 재미있는 경
험을 통해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작품

패션
디자인

2012 S/S
가레스 퓨
(Gareth
Pugh)

독특한 소재와 불균
형적이면서 입체적
형태의 장식을 통해
창조적인 복식미를
보여줌으로써 해체
적이면서 미래적인
분위기를 연출

제품
디자인

알레시
와인오프너
(Alessi Wine
Opener)

알레시(Alessi)는 기
능과 예술이 결합된
디자인을 선보인 대
표적 브랜드 중 하
나이다. 알레시의 와
인 오프너만 수집하
는 사람이 있을 정
도로 와인 오프너
중 가장 인기 있는
안나G부터 알레산
드로, 리미티드 디자
인 등 유니크하면서
유쾌한 아이템

<표 3> 디자인에 적용된 퍼놀로지(Funology)

3. 패션 플래그쉽 스토어와 퍼놀로지(Funology)

3.1. 패션 플래그쉽 스토어에서 나타나는 퍼놀로
지의 각 영역별 표현 방법의 차이

패션 플래그쉽 스토어의 공간에서 퍼놀로지는 내·외부

에서 다양한 감각적 요소를 통해 나타나며 퍼놀로지 특

성을 통해 소비자는 직접적·간접적으로 패션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나타난 다양한 문화 체험 공간을 경험한

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의 형태로

떠오른 퍼놀로지 공간은 패션 플래그쉽 스토어에 있어

차별화된 전략으로 소비자에게 감성적 자극을 주는 요인

으로 등장하면서 패션 스토어의 전략적 디자인으로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다. 본 연구에서는 패션

플래그쉽 스토어에서 퍼놀로지의 특성이 잘 나타나는 영

역별 표현 방법을 쇼윈도 디스플레이, 인스톨레이션, 뉴

미디어 아트, 파사드 4가지로 분류하여 퍼놀로지 공간

표현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쇼윈도 디스플레이(Show Window Display)

쇼윈도 디스플레이는 엄밀히 말하자면 영역은 내부에

있지만 외부에 가까이 맞닿아 있는 공간으로 상품을 쇼

윈도 공간에 보여줌으로써 소비자에게 판매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품을 쇼윈도라는 공간에 단순히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메시지, 감각적 색채의 조

화, 연관 상품의 보조 등 기술적으로 상품을 배열한 조

형적 연출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패션 플래그쉽 스토어

에서의 쇼윈도 디스플레이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때에

알맞게 테마,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소비자의 이목을 집

중시키는 목적으로 공간특성에 맞게 개성 있는 연출과

주제를 가지고 이미지를 표현하는 공간이다. 디스플레이

의 꽃이라고 불리듯 예술적 측면이 가장 강하게 드러나

는 곳으로 창을 통해 매장의 정보를 제공하고 실외에서

가장먼저 상품을 직접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소비자의 구

매 욕구를 상승시키는 동시에 매장의 신용을 주는 중요

한 장소이다. 테마가 집약된 예술 형태의 시각요소를 통

해 소비자에게 일차적으로 공간 아닌 공간에서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경험하여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나아가

거리를 장식하는 역할로 거리 환경의 미적인 감각을 높

여주는 간접적 역할도 한다.

<그림 5> Hermes Flagship Store,
Ginza

<그림 6> Louis Vuitton, New
York

(2) 인스톨레이션(Installation)

인스톨레이션의 사전적 의미는 설치(設置), 장치(裝置),

가설(架設)이라는 보통 명사로, 동사의미로는 ‘설치하다’,

‘~을 선정된 자리에 위치시켜놓다.’, ‘~을 여기저기 베풀

어 놓다’라는 의미로 이때 ‘~을’부여하는 의미는 행위를

취하는 주체의 대상, 곧 오브제가 되는 것이며13) 공간에

있어서는 콘셉트와 목적에 맞게 여러 사물을 적절히 결

합하여 설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1960년대 후반, 원

래의 의미를 특수화시켜 작품의 명제 등에 사용하게 되

었으며 어원적으로는 어떤 공간 속에 사물을 놓음을 의

미한다.14) 인스톨레이션은 과거의 특정 미술 사조를 반

영해 사용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틀을 깨는 의지에서 시

작된 새로운 표현 방식이다. 반 예술적 움직임으로 시작

하여 새로운 예술로 인정받게 되면서 공간에서 또한 인

스톨레이션은 강한 전달력을 지니는 역할로 소비자에게

일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체험과 동시에 예술에서 공간으

로 재창조 된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었다. 처음 패션 플

래그쉽 스토어에서 인스톨레이션의 등장은 과장된 장식

적 표현과 설명하기 힘든 전시 형태적 공간이 소비자에

게는 생소하게 다가왔다. 점차 현대인에게 패션 스토어

의 인식이 전시의 개방화, 실험적 공간, 작품과 공간의

일체화 등 새로운 공간 개념으로 인식되면서 낯선 것에

13) 김성규, 실내디자인에 있어서 설치 미술적 요소에 관한 연구, 서울
여대, 한국기초조형학회, 제9권, 1호, 2008

14) 이상준, 인스톨레이션 공간에서 나타나는 하이퍼매개적 특성 연구,
국민대 석사논문, 2015,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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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감각적 확장을 이끌어 냈다. 공간을 이루는 모든

구성요소가 일정한 틀을 갖지 않고 현실의 특수한 상황

에 맞추어 설치되는 과정 속에서15) 인스톨레이션은 창조

적 형태를 토대로 신선한 감성 자극, 재미를 통해 소비

자와 공간을 연결 시켜주는 중요한 매체 중 하나로 차별

화된 이미지 표현해 내고자하는 목적이 있다.

<그림 7> Alexander Wang Flagship Store,
soho

<그림 8> Marcel Wanders,
Mandarina Duck, London

(3) 뉴미디어 아트(New Media Art)

뉴미디어는 1970년대 전자 기술개발에 따른 기존의 미

디어와는 다른 형태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의미

한다. 산업 혁명 이후 나타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사

회, 경제,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개념으로 인

식되어 왔으며,16) 뉴미디어 아트는 기술적 측면에서 뉴미

디어 테크놀로지 즉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하여 만든 예

술작품들을 포함하는 장르를 일컫는다.17) 디지털 미디어

와 통용하여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시각 예술이 보편적

이며 테크놀로지를 바탕으로 컴퓨터 아트, 멀티미디어 아

트로 불리는 디지털 미디어를 하나의 시각 예술적 장르

를 가리켜 뉴미디어 아트라 부른다. 뉴미디어 아트를 기

술적 측면에서의 테크놀로지를 적용한 상업 공간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공간을 예술화시킴으로써 동적이면서

유기적, 상호작용적 형태로 발전되었다. 가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현대 사회에서 뉴미디어 아트는 다양한 분야에

서 연구되어 지고 있으며 패션 공간에서도 단순한 시각

적 접촉을 넘어선 공간의 재구성과 오감 체험 이상의 가

능성을 가지고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소통을 기반으로

소비자와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와 예

술 대상이 역동적이면서 지속적인 관계가 발생하게 된다.

<그림 9> Gucci Flagship Store,
Milan

<그림 10> Burberry Flagship Store,
Hong Kong

15) 김철중, 설치 미술적 조형특성을 적용한 도시 환경 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2007

16) 허성환, 뉴미디어 패러다임에 따른 미디어 공간특성 연구, 국민대
석사논문, 2013

17) http://en.wikipedia.org/wiki/New_media_art

(4) 파사드(Facade)

파사드는 Latin어의 ‘Facies'에서 유래한 것으로 ‘얼굴

face)’과 ‘겉모양(appearance)’의 합성어이다. Rob Krier는

“건축에 있어서 파사드는 건물의 얼굴로서 건물의 기능

적 표현과 의미를 전달하는 요소”라고 하였다. 다시 말

해서 파사드는 건물의 입면 중 현관, 즉 정면과 거리에

면하고 있는 입면으로 정의된다(Rob Krier, 1999).18)

획일적이면서 단순화된 건축물은 더 이상 현대인을 주

목시킬 만한 경쟁력이 되지 않는다. 시대가 흐르면서 파

사드는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구조와 형태, 내부공간의

성격, 재료 등에 의해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는

패션 플래그쉽 스토어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건물

의 목적, 프로그램이 가지는 정체성을 ‘외피’의 개념으로

부터 다각적인 표현의 시도들이 나타났으며 표현 대상의

주체가 되어 소비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이질적 재료, 형

태의 반복, 변형, 혼성, 분절 등 파사드를 구축하는 여러

양상들이 나타났다. 특히, 패션 플래그쉽 스토어의 파사

드는 입면계획에서부터 사고의 틀을 깨는 선도적인 디자

인으로 소비자에게 감각적 경험, 브랜드의 상징성을 나

타내는 역할로 건축물을 자연스러운 하나의 오브제로 인

식할 수 있도록 변화되었다.

<그림 11> Fendi Flagship Store,
Ginza

<그림 12> Bulgari
Flagship Store, Miami

이에 본 연구는, 패션 플래그쉽 스토어를 4가지 표현

방법으로 분류한 개념을 토대로 패션 플래그쉽 스토어의

공간 특성에 대해 분석하고 각 포지션별 패션 플래그쉽

스토어에서 나타난 대표적 특성을 알아보았다. 패션 플

래그쉽 스토어의 표현 방법에서 나타난 표현 특성을 정

리한 내용은 아래의 <표 4>과 같다.

구분 목적 표현 특성
쇼윈도
디스플레이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적합한 테마와
프로그램에 맞게 상품을 배열

기대감 고조

인스톨레이션
여러 사물을 결합하여 창조적 형태를

통해 비일상적 체험을 경험
창의적 발상

뉴미디어 아트
공간이 예술화 되면서 동적, 유기적으로

인간과 공간이 상호작용
감성적 교류

파사드
외부에서 내부 공간의 기능과 의미를

우선적으로 전달하는 역할
시각적 몰입

<표 4> 패션 플래그쉽 스토어의 표현 방법 및 표현 특성

18) 이채현, 파사드 디자인이 소비자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
석사논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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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패션 플래그쉽 스토어와 퍼놀로지(Funology)의
상관관계

본 연구자는 앞서 분류한 패션 플래그쉽 스토어에서

나타나는 퍼놀로지의 표현 방법을 바탕으로 플래그쉽 스

토어와 퍼놀로지의 개념 및 표현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각 영역별 표현 방법에 따른 그 목적과 특성 및 특징 요

소를 분류·분석하여 공간 특성의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위에서 말한 내용은 아래의 <표 5>과 같다.

앞의 <표 5>의 패션 플래그쉽 스토어의 표현 방법(쇼

윈도 디스플레이, 인스톨레이션, 뉴미디어 아트, 파사드)

에서 발현되는 패션 플래그쉽 스토어의 표현 특성(기대

감 고조, 창의적 발상, 감성적 교류, 시각적 몰입)과 특징

적 요소들을 통해 퍼놀로지의 공간 특성을 도출하였으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쇼윈도 디스플레이는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상

승시키는 동시에 매장의 신용을 주는 중요한 장소로 기

대감을 고조시키는 표현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일반

적 표현 방식에서 벗어난 과장된 형태·색채 등을 결합하

고 서로 다른 객체와 객체의 조화를 통해 오브제들이 혼

재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인스톨레이션은 기존의 틀을 깨는 의지에서 시

작된 새로운 표현 방식으로 재창조된 현상, 자율성 성격,

다양한 배치 등으로 강한 전달력을 지니는 창의적 발상

이 요구되며 퍼놀로지 방법으로 현상의 재해석을 통해

공간을 표현해 내고자하는 특징을 가진다.

셋째, 뉴미디어 아트는 동적이면서 감각적인 연출 방

법으로 감성적 교류를 하는 표현 특성을 갖는다. 공간과

인간이 서로 상호작용하도록 참여를 이끌어내며 유기적

인 관계를 맺는다.

넷째, 파사드는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며 이에 시각적

몰입을 하는 특성을 갖는다. 리듬감, 반복, 소재, 패턴 등

을 통해 시각적인 표상으로 나타난다.

3.3. 패션 플래그쉽 스토어에서의 퍼놀로지 공간 특성
퍼놀로지 공간 특성은 오브제의 혼재, 현상의 재해석,

몽환적 분위기, 시각적 표상화 4가지의 키워드로 분류하

였으며 패션 플래그쉽 스토어의 조형적·미적 특성을 바

탕으로 퍼놀로지 공간 특성을 바라보았다.

(1) 오브제의 혼재

과장된 형태, 변형, 색채, 왜곡 등의 다양한 표현을 통

한 예술의 확대된 개념을 가진 공간에서의 오브제는 생

동감과 재미, 즐거움을 주며 공간에 다양한 이야기를 전

달하며 새로운 환경을 창조한다. 즉, 오브제의 혼재는 서

로 다른 객체와 객체가 만나 조화를 이룸으로써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내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퍼놀

로지 특성을 나타내는 오브제의 혼재는 심미적 역할과

기능적 요소로 공간에서 또 다른 공간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며, 물질적·비물질적 요소를 포함하여 디스플레이

역할과 동시에 다양한 공간 연출로써 시각적 즐거움을

제공한다. 또한 개성적 표현으로 공간에 활기와 함께 웃

음을 자아내는 유희를 선사한다.

<그림14> Do-Ho Suh,
Karma

<그림 15> Marcel wanders,
Quasar

(2) 현상의 재해석

테크놀로지의 발달이 가져다준 퍼놀로지 공간은 예술

의 재창조된 현상을 자아낸다. 다양한 매체가 활용되고

여러 장르가 결합되어 예술 표현이 공간 전체에 확장된

형식으로 나타나며 재해석된 형태로 드러난다. 이는 형

식적인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감각적 형태를 갖게 되며

공간을 여러 요소를 통해 다양하게 배치하거나 배열하여

디스플레이의 확대된 형식으로 새로운 결합을 만들어낸

다. 구조적인 형태로 단조로움을 해체시키면서 복잡하고

비정형적인 양상을 나타내며 자율적인 성격이 그대로 시

각화되어 공간으로 전개된다. 따라서 물질화된 공간의

표면적인 부분에 기술을 적용하여 새롭게 해석한 디자인

적 관점을 작업의 재료로 삼아 공간이 작품화되는 확장

된 개념을 갖는다.

<그림 16> Davide d' Elia, Ex
Electrophone

<그림 17> Numen, Net
Blow-up

표현 방법 표현 특성 특징적 요소 공간 특성

쇼윈도
디스플레이

기대감 고조

과장된 형태 및 색채
오브제의 변형·왜곡
서로 다른 객체의 조화
새로운 오브제 탄생

오브제의 혼재

인스톨레이션 창의적 발상

재창조된 현상
자율적 성격

다양한 배치·배열
비정형적인 양상

현상의 재해석

뉴미디어 아트 감성적 교류

공간과 인간의 관계
상호작용적

감각적 상황 연출
동적인 공간의 변화

유기적 관계성

파사드 시각적 몰입

리듬감·반복적 표현
독특한 소재

감각적 패턴의 사용
상징적 역할

시각적 표상화

<표 5> 패션 플래그쉽 스토어의 퍼놀로지 공간 특성 도출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6권 6호 통권125호 _ 2017.12198

(3) 유기적 관계성

유기적 관계성은 퍼놀로지 공간에서 외부의 자극과 인

지(Perception)를 통해 소비자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시각적 몰입과 공간의 참여를 통해 실제적인 소통에 따

라 공간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처럼 유기적 관계성은 공간의 체험과 인간 신체의 감

각적 작용을 통해 쌍방향적 관계를 갖게 된다. 공간에서

동적인 상황을 연출하여 적극적으로 공간의 변화를 이끌

어내며, 더 나아가 인간이 공간에 머무를 때 대상을 색

다른 방식으로 경험할 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감성과 재

미를 느끼면서 공간과 인간은 관계를 맺고 서로 상호작

용 하게 된다.

<그림 18> Nam June Paik,
Electronic Superhighway

<그림 19> Nam June Paik, Fish
Flies on Sky

(4) 시각적 표상화

호기심 유발, 강한 개성의 표상은 기억에 의해 재생된

모습을 의미하며 관념 중에서 보다 감각적인 것을 말한

다.19) 시각적 표상화는 반복적 표현, 독특한 소재로 소비

자의 눈길을 사로잡고 재료를 통해 표면상의 특징적 요

소로 공간의 형태나 위치를 인지할 수 있는 상징적 역할

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쉽게 경험하지 못했던 질감, 패

턴, 재료 요소로 장식적 효과로써 표현이 확대되었다. 이

러한 표현은 패션 플래그쉽 스토어의 외피 디자인에 있

어 다양한 연출의 가능성으로도 나타나며 퍼놀로지적 공

간을 표현하는 디자인의 중요한 요소로 적극 사용된다.

<그림 20> dECOi & MIT, Hypo-Surface

구분 설명

오브제의 혼재
서로 다른 객체가 만나 새롭게 탄생하는 오브제가 중심이 됨
작품을 다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환경 → 새로운 해석

현상의 재해석
현실과는 상반되는 이상적 공간에서의 재미와 판타지 경험
인간의 감성적 측면에서 본 친근한 것과 낯선 것의 조화

유기적 관계성
가상 세계에서 만들어진 이미지와 인간의 상호작용

가상 이미지로 긴장감을 유발시킴으로써 동적인 감각 체험

시각적 표상화
보편적인 의미를 지닌 성질로서 개념을 전달

독특한 조형 표현으로 시지각적 충격과 유희를 주는 존재

<표 6> 퍼놀로지적 공간 특성 키워드 정리

19) 교육학용어사전,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하우동설, 2011

4. 사례분석

4.1. 사례선정 대상 및 범위
앞의 3장에서 도출된 4가지 키워드를 토대로 패션 플

래그쉽 스토어에서 나타나는 퍼놀로지적 공간 특성을 분

석해 봄으로써 이 둘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확인해

보고자한다. 사례분석은 2000년대 이후의 작품을 중심으

로 해외 유명 패션 브랜드의 플래그쉽 스토어를 대상으

로 하였으며 건축 외관 및 내부공간을 중점으로 하여 퍼

놀로지의 공간 특성을 분석, 고찰하였다. 또한, 패션 플

래그쉽 스토어의 퍼놀로지 표현 방법(쇼윈도 디스플레이,

인스톨레이션, 뉴미디어 아트, 파사드)이 적용된 플래그

쉽 스토어로 판단되는 브랜드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한

다. 본 연구의 브랜드 선정 기준은 실내디자인의 트렌드

및 패션 플래그쉽 스토어를 살펴볼 수 있는 건축 전문지

3권20)에서 추천되는 브랜드와 디자이너의 사례를 선정하

여 분석의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공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과정에 있어 사례를 분석

하기 위한 틀을 구조화 하였다.<표 8>

20) 크리스티안 미쿤다, 『제 3의 공간』, 2005 / 홍성용, 『스페이스
마케팅』, 삼성경제연구소, 2007 / 고은주, 『럭셔리 브랜드 마케
팅』, 예경, 2009

브랜드

위치

디자이너 개관 년도

공간
개요

이미지

공간 특성 분류 공간 분석

오브제의 혼재

현상의 재해석

유기적 관계성

시각적 표상화

<표 8> 사례분석 틀 (강함●, 보통◐, 약함○)

No. 브랜드 위치 디자이너 개관 년도
1 CHANEL Ginza, Japan Peter Marino 2004
2 HERMES Paris, France RDAI 2010
3 BURBERRY London, U.K. Martin Burden 2012
4 MOSCHINO Milan, Italy Jeremy Scott 2016

<표 7> 사례 분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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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퍼놀로지 공간 특성 사례분석

브랜드 CHANEL
위치 Ginza, Japan

디자이너 Peter Marino 개관 년도 2004

공간 개요

독립된 여성의 라이프스타일을 따른다는 자부심을 브랜드 아이덴
티티로 내세워 브랜드 로고와 다양한 이미지의 미디어 요소들을
사용하여 감성적인 브랜드 체험을 하도록 유도하였으며 내부 공간
으로는 의류매장, 레스토랑, 이벤트 홀이 주요 공간임

이미지

공간 특성 분류 공간 분석

오브제의 혼재 ○

외부의 건축적 요소는 뉴미디어를 사용하여 감각적
이면서 예술적 감성으로 소비자와 상호작용하였지
만 디스플레이나 가구 또는 상품을 진열하는데 있
어 오브제의 재창조적인 과장된 형태나 변형, 다양
한 색채 표현은 약하게 나타남.

현상의 재해석 ○

세 개의 복층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소비자는 각
공간에서 브랜드의 이미지와 제품뿐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 체험을 통해 테마를 경험하도록 유도하여
기능적인 부분은 강조되었으나 구조적이며 조형적
인 새로운 현상을 찾기에는 취약함

유기적 관계성 ●

디지털 미디어 원리를 외부 파사드에 적용시켜 새
로운 시각 형식의 예술 영역이 확장되어 나타나며
내부 공간은 그리드 형의 추상적 형태로 나타남.
다양한 시각적·물리적 변화를 통해 소비자는 동적
상황을 경험하고 공간을 감각하는 주체가 됨.

시각적 표상화 ●

단조로운 형태의 모습이 아닌 기술적 측면을 앞세
워 유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시각적 충격과 몰
입을 통해 기대감을 증폭시킴. 이러한 경험은 사용
자의 시각 예술을 확대시켜 상징적 공간으로 강한
인상을 심어주며 재미있는 요소로 다가옴.

<표 9> CHANEL, Ginza

브랜드 HERMES
위치 Paris, France

디자이너 RDAI 개관 년도 2010

공간 개요

Lutetia 수영장 건물이었던 건물을 리노베이션 하여 장인들의 수작업
으로 진행된 실내 공간의 오브제들은 지금까지 선보였던 디자인과는
전혀 다른 혁신적이면서 현대적이고 감각적인 새로운 시도의 건물을
탄생시켰다.

이미지

<표 10> HERMES, Paris

공간 특성 분류 공간 분석

오브제의 혼재 ●

바닥부터 천장까지 연결된 자연적 재료인 나무 재질
을 사용하여 과장된 장식적 오브제 형태로 연출. 다
른 브랜드와의 차별성을 공간의 조형적 형태로 시각
화시킴으로써 브랜드의 역사와 전통을 선보임

현상의 재해석 ●

입구부터 계단, 디스플레이 가구, 소품 등을 통해 공
간에 전체에 연속성을 부여. 일반적 디스플레이의 사
고를 깬 비일상적 경험을 체험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낯선 경험을 통해 사용자는 공간에서 극적인 느낌과
흥미로움, 새로움, 전율을 느낄 수 있음

유기적 관계성 ○

반복적인 재료의 사용으로 설치 구성은 혁신적이나
미디어·영상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이 미
비하여 공간의 참여가 낮아 인간이 상호작용하는 관
계적 요소가 부족함

시각적 표상화 ○
기존의 건물을 리노베이션 했기 때문에 이전의 건축
적인 구조적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어 눈길을 사로잡
는 표면상의 장식적 요소는 찾아보기 힘듦

브랜드 BURBERRY
위치 London, U.K.
디자이너 Martin Burden 개관 년도 2012

공간 개요

버버리 브랜드는 2010년 이후부터 인쇄 기반의 광고방식에서 벗어나
브랜드 연출을 디지털화 하기 시작했으며 오디오 아트를 통해 비주
얼 경험 및 비스포크(트렌치 맞춤 주문 제작), 디지털 월드인
Burberry.com을 공간 프로그램으로 적극 도입함

이미지

공간 특성 분류 공간 분석

오브제의 혼재 ○

디지털 테크를 통해 맞춤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하며
디지털 세상을 처음으로 실재 공간에서 영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계획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보이는 시
각적인 형태는 낮게 나타남

현상의 재해석 ◐

공연을 할 수 있는 이벤트성 공간과 무대가 마련되
어 있으며 의류 매장, 갤러리, 음악 등 최신 테크놀
로지를 도입. 다양한 배치의 공간 디스플레이를 통해
다이나믹한 체험 제공

유기적 관계성 ●

매장 내의 웅장한 전체 스크린 화면과 멀티스크린,
오디오로 디지털 환경이 구축되어 있어 드라마틱한
경험을 느낄 수 있음. 몰입 형 멀티미디어와 관련된
콘텐츠를 통해 고객은 온라인에서 하는 것처럼 직접
브랜드의 모든 면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와의 인터랙션을 높임

시각적 표상화 ●

4개의 개별 소매점이었던 런던의 상징적인 건물을
새로운 버버리 플래그쉽 스토어로 개조하여 영국
최고의 공예가와 함께 풍부한 역사적 특징을 복원.
건축물의 반복적인 구조는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고,
장인들에 의해 탄생한 상징적이고 장식적인 형태로
역사성이 느껴지는 건축물로 재탄생 함

<표 11> BURBERRY, London,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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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소결
본 장에서는 패션 플래그쉽 스토어에 나타나는 퍼놀로

지 공간 특성을 4가지 사례들을 통해 살펴보았다. 패션

플래그쉽 스토어는 다양한 감각적 표현 방법으로 공간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재미와 감성, 기능의 특성을 가진 퍼

놀로지와 연계되어 있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앞선 연구

를 통해 패션 플래그쉽 스토어의 퍼놀로지 표현 방법에

서 나타나는 그 표현 특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는 퍼놀

로지의 공간 특성을 오브제의 혼재, 현상의 재해석, 유기

적 관계성, 시각적 표상화 4가지의 키워드로 도출할 수

있었다. 패션 플래그쉽 스토어의 퍼놀로지 공간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오브제의 혼재는 이질적인 객체의 조화를 통해

형태를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극적인 표현 효과로 시각적

으로 새로운 환경을 창조한다.

둘째, 현상의 재해석은 예술적 표현의 확장, 그 표현이

공간화 되어 나타나 감각적으로 완전히 몰입할 수 있는

전체성을 가진다. 현상이 전체적으로 장치에 녹아들어

새로운 관점에서의 공간을 재해석하여 표현한다.

셋째, 유기적 관계성은 공간과 인간이 상호작용하는

관계로 보며 가상의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도입하여 동적

인 공간을 연출하고 다양한 체험을 유발시켜 공간에서의

생명력을 느끼게 한다.

넷째, 시각적 표상화는 공간에 메시지를 담는 강렬한

표현으로 패턴의 반복, 강조, 장식적 소재 등 공간을 지

각할 때 함축적이고 풍부한 시각적인 묘사를 통해 강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5. 결론

사회 문화가 펀(Fun)을 추구하면서 퍼놀로지라는 새

로운 형태의 트렌드가 탄생하였으며 디자인 표현 방법의

중요한 개념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 현대 사회의 소

비자들은 자기만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며, 그

에 따른 새로운 창조적 공간과 공간 연출에서의 차별화

가 요구된다. 때문에 차별화된 욕구를 충족하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대안으로 퍼놀로지를 활용한 다양한

시각적·감각적 형태의 공간이 나타났다. 공간에서의 퍼놀

로지는 예술적 영감을 얻는 공간, 감성을 자극하는 공간,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공간 또는 흥미를 유발하고 공

간과 사람이 자연스러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예

술의 한 개념으로 떠올랐다. 특히, 독특한 예술적인 표현

과 혁신적이고 진취적인 디자인을 선도하는 패션 플래그

쉽 스토어를 통해 퍼놀로지에서 나타나는 공간 특성에

따라 기존 디자인과는 다른 효과를 준다. 소비자에게 일

상생활에서의 색다른 재미와 즐거운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역동성, 다양성, 창의성을 가진 기능으로 공간 디자

인의 중요한 역할로 작용한다. 패션 플래그쉽 스토어에

서 나타나는 표현 방법에 따라 발견한 오브제의 혼재,

현상의 재해석, 유기적 관계성, 시각적 표상화 4가지의

퍼놀로지 공간 특성을 통하여 사례를 분석하여 보았으며

그 특성에 따라 공간의 표현 방법과 기능이 달라진다.

첫째, 패션 플래그쉽 스토어의 퍼놀로지를 통해 정형

화된 일상 공간의 기능적 공간에서 벗어나 새롭고 비일

상적 체험을 통해 즐거움과 재미를 느낄 수 있으며 퍼놀

로지의 공간 특성으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

둘째, 패션 플래그쉽 스토어의 표현 방법은 내·외부

공간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며 쇼윈도 디스플레이, 인스톨

레이션, 뉴미디어 아트, 파사드에서 퍼놀로지의 개성 있

는 연출의 시도가 두드러지며 이는 시지각적 유희를 주

며 보다 풍부한 표현력으로 공간을 만든다.

셋째, 퍼놀로지의 오브제의 혼재, 현상의 재해석, 유기

적 관계성, 시각적 표상화 4개의 공간특성이 공간에 적

용되었을 때 차별화된 전략적 요소로 작용하여 공간의

표현력을 높이는 동시에 표현의 다양성을 만들어낸다.

브랜드 MOSCHINO
위치 Milan, Italy
디자이너 Jeremy Scott 개관 년도 2016

공간 개요
팝 문화를 착안하여 ‘패션 놀이터’를 테마로 디자인 하였으며 만화
스타일의 크로스 오버 옷걸이, 자켓, 구두 등의 장난기 넘치는 오버
스케일의 오브제를 통해 에너지 넘치는 매장 분위기를 연출함

이미지

공간 특성 분류 공간 분석

오브제의 혼재 ●

실내 공간은 과장된 크기의 디스플레이 가구와 마네
킹, 백, 구두 등을 보여줌으로써 유쾌하고 재미있는
공간을 연출. 과장된 표현은 본래의 형태보다 긴장감
과 시지각적 충격을 주며 공간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중요한 요소로써 퍼놀로지의 유희적 특성을 나타냄

현상의 재해석 ◐

오버스케일의 재창조된 오브제는 다양한 배치를 통
해 공간을 구성하여 사용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유도
하며 흥미를 유발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만
각각의 객체가 아닌 공간적 표현은 구조적인 형태나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전반적으로 취약함

유기적 관계성 ○
한 층은 액세서리, 비치웨어, 보석 및 향수 등의 상
품을 진열하여 브랜드 체험을 유도하지만 공간에서
동적이고 적극적인 변화는 나타나지 않음

시각적 표상화 ◐

외부 파사드는 단조로운 형태의 모던한 블랙과 쇼윈
도 디스플레이의 연출된 이미지에서 보이는 다채로
운 컬러를 통해 공간의 집중도를 높이지만 뇌리에
박히는 상징적인 표현으로는 부족함

<표 12> MOSCHINO, Newyork,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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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퍼놀로지의 연출적시도가 사용자에게 신선한 충

격으로 다가와 색다른 소비의 즐거움을 느끼는 요소로

능동적인 상상과 경험의 공간으로 인식되어 일상의 지루

함을 조금이나마 위로받는 역할로 작용한다.

저자는 본 연구를 통해 패션 플래그쉽 스토어를 통해

퍼놀로지의 공간 특성이 공간에 적용 되었을 때 어떠한

표현 양식과 조형적 형태를 나타내며 어떠한 방식으로

표출되는지를 알 수 있었다. 또한 퍼놀로지가 공간에 도

입되면서 사용자에게 시각적인 즐거움과 흥미 유발, 신

선함이 주는 새로운 경험을 특정 표현 방법을 통해 강하

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공간에서

의 퍼놀로지 특성은 ‘펀(Fun)'을 통해 소비자의 감성을

충족시키고 강한 인상을 남김으로써 공간과 인간이 감성

적 교류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요소로 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연구한 퍼놀로지의 공간 특성을

바탕으로 많은 디자인 분야와 창작활동에 무한한 발상을

제공해주는 전략적 요인으로써 더 많은 현대인의 감성을

자극하는 콘텐츠로 발전하길 희망하며, 퍼놀로지의 공간

특성이 적용된 디자인 방법과 건축적 공간에 대한 연구

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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