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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ermedia is a term that refers to the convergence of different media. It has not only 
enabled the delivery of brand message but also developed interactive communication 
in a contemporary fashion show contex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resentation 
methods of contemporary fashion shows affected by intermedia. We examined the 
research and theory related to intermedia and fashion shows by accessing articles 
since the 2000s concerning 252 shows by 30 designers that tended to demonstrate the 
use of intermedia. Our analysis highlighted four particular characteristics: “medium 
scalability” (the unity of art and fashion and the unity of life and fashion); “synesthetic 
flow” (the audience’s emotional immersion, represented by the actual performance and 
performances of the models); “participatory accessibility” (performance participation 
through action and instrumental support); and “immaterial symbolization” (an intuitive 
symbol that emphasizes both the direct outward appearance and the metaphorical 
symbolism so that the object is expressed in a figurative sense). From these results, 
we identified considerable synergy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intermedia and con-
temporary fashion shows. Therefore, it might be useful to conduct an experimental 
study on this area of research.

Keywords: intermedia(인터미디어), fashion show(패션쇼), media(매체), performance
(퍼포먼스)

I. Introduction

다양한 영역 및 장르 간 융합은 새로움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에 나타나

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이는 학제 간 융합연구로 이어지며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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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분야에서 막대한 영향을 가져다주고 다양한 

매체 간 결합으로 인해 주제 및 표현 방식의 변화를 

가져다준다. 특히, 세계적인 격동기였던 1960년대를 

중심으로 해프닝, 퍼포먼스 아트, 뉴미디어와 함께 디

지털 매체의 등장과 매체 간 결합이 보편화되면서 문

화와 예술 분야는 큰 변화를 맞이하였다. 일상생활과 

예술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예술가들은 새로운 매체

를 추구하게 되었으며, 대중들과 상호 소통을 추구하

며 예술의 가치 및 의미를 공유하기 시작하였다. 이처

럼 현대사회는 기존 매체들에 대하여 결합 또는 융합

되는 등의 다양한 매체 간 현상이 나타나면서 새로

운 가치를 대중들에게 전달한다. 이러한 용어로는 서

로 다른 종의 결합을 의미하는 잡종(hybrid), 서비스

나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융합(fusion) 및 컨버전스

(convergence), 대중문화 영역에서 사용되는 크로스오

버(cross-over) 등이 있으며,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

고 있다(Lee & Lee, 2016).
이러한 용어 중 예술 분야의 매체 간 융합에 관한 

용어인 인터미디어는 문화, 예술을 넘어 모든 분야에

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패션 분야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패션쇼, 패션필름, 광고, 영화 등의 매체 간 융

합된 패션 매체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매체는 패션과 

대중 사이의 시각적인 매개체 역할을 하며, 다양한 연

출에 대한 매체 간 결합 및 디자이너 및 브랜드의 철

학을 통한 실험적인 시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가장 대표적인 패션 매체인 패션쇼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각적인 형태와 방법으로 발전되고 있다. 현대 

패션쇼는 홍보 수단에서 새로운 형태의 종합예술로서 

패션 매체로 자리잡게 되었다. 초기의 패션쇼는 무대, 
모델 그리고 관객으로 이루어져 의상을 입은 모델이 

런웨이를 걸으며, 대중들에게 의상을 선보이는 단순

한 형식이었다면, 현대 패션쇼는 춤, 퍼포먼스, 음악 

등의 다양한 매체들과의 결합과 라이브 스트리밍 서

비스를 도입하여 실시간 패션쇼를 통해 시간과 장소 

등의 제한적 요소에 구애받지 않는 형태로 발전되었

다. 또한, 3D 영상 등의 하이테크놀로지 기술을 이용

한 가상 패션쇼 등의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하

였다. 2010년 이후에는 4차 혁명과 함께 뉴미디어 시

대로 접어들며 디지털 영상의 활용과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등의 뉴미디어를 활용한 쇼가 대

거 등장하여 대중에게 새로운 경험을 가져다 주었다. 

즉, 초기 패션쇼에서는 상품의 판매 촉진에 목적을 두

었다면 현재는 의상, 모델, 조명, 무대 등이 다양한 예

술 분야와 결합한 종합예술로서 인터미디어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Sung, 2009).
본 연구의 바탕이 되는 인터미디어 관련 연구는 다

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진행된 연

구로는 인터미디어 아트(Kwon, 2011; Kwon & Kim, 
2011; Na, 2008)와 공연(Breder, 1995; Lee, 2015; 
Lusheich, 2011), 음악(Cseres, 2009), 영화(Park, 2008; 
Spielmann, 2001), 무용(Kim, 2012), 문학(Choi, 2015; 
Oh, 2014), 공간연출(Kim, 2002) 등이 있다. 패션쇼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디자인, 무대 연출, 마케팅 등 다

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으며, 디자인, 헤어, 메이

크업 등을 주제로 대중에게 표현하기 위한 단순한 무

대인 매개체 역할로서 연구 범위로 선정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최근 패션쇼에 관한 연구는 무대와 관련

된 연출 기획(Oh & Kim, 2003)이나 구성요소에 대한 

연구가 있으며, 최근에는 패션쇼의 영역이 커짐에 따

라 패션쇼를 공연예술의 한 장르로 보면서 퍼포먼스 

요소를 더하여 총체예술로서의 표현 특성에 대한 사

례분석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밖에 하이테크놀

로지 기술을 이용한 3D 디지털 패션쇼 및 패션 영상 

등에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현대 패션쇼의 

연출에 관한 연구로는 공연 연출(Huh, 2011; Kim & 
Kim, 2013; Lee & Kim, 2011; Lee & Lee, 2016) 및 

패션 퍼포먼스(Chang, 2012; Chang & Park, 2001; 
Jung & Kim, 2013), 디지털 패션쇼(Cho & Suh, 2014; 
Hong & Kim, 2014; Lee & Kim, 2011), 실험적 디자

이너에 관한 표현 특성(Kim & Park, 2012) 등이 진행

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미디어와 현대 패션쇼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며, 인터미디어와 현대 패션쇼

의 특성에 대한 이론 체계 및 해석을 통하여 실용적 

연출 방법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터미디어와 패션쇼의 문헌 및 선행연구를 통하여 

현대 패션쇼에 나타난 인터미디어 연출 방법을 분석

하고, 예술 및 인문학적 관점으로 바라본 융합적 방법

론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Background

1. Art and intermedia

현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는 단순한 하나의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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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고 있지 않고 실험적인 시도로 다변화된 현상

들이 나타났으며, 20세기 이후 문화와 예술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급격히 증가하였다. 현대 매체들은 하

나의 영역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다른 매체와 결합하

여 제3의 복합적 형태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인
터미디어(intermedia)’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인터

미디어는 ‘~사이의’, ‘상호 간의’라는 ‘인터(inter)’와 

매체, 장르를 의미하는 미디어(media)의 합성어로 전

통적인 매체 간 사이에 걸쳐 있는 제3의 복합적 형태

를 의미한다. 예술에서는 음악, 미술, 무용, 영화 등의 

다양한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기존 장르에서 다른 장

르를 융합하여 새로운 예술을 표현하려는 시도로 보

인다(“intermedia”, 1999). 오늘날 예술 작품은 점차 

어느 한 장르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경계가 모

호해지고 다차원적인 특성을 지니는 방향으로 발전되

어 왔으며, 작품들은 필요에 따라 자신의 매체와 형식

을 결정하게 된다(Packer & Jordan, 2002).
최근 ‘융합예술’이라는 용어가 새로운 예술 양식으

로서 사용되며, 디지털 기술과 문화 수준의 향상과 함

께 인터넷의 확산으로 인터미디어는 우리의 삶에 자

연스럽게 흡수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 인터미디어는 예술과 일상 매체의 사이를 

제시하고 있는 영역으로 회화나 조각 등의 기존 예술 

사조와 같이 범주화할 수 있는 다른 예술들보다는 덜 

연구된 영역으로서 탈 장르적 성격을 보이고 있다

(Higgnis, 1966). 인터미디어가 언급된 1960년대에는 

급진적이고 정치적 항거로 인하여 많은 격동기가 있

었다. 미국은 하위문화 및 흑인 민권운동 등이 더욱 

확산되고 있었다. 이 시기 미술계에는 전반적으로 플

럭서스 운동과 함께 과정 미술(process art), 대지미술

(land art), 개념미술(conceptual art), 퍼포먼스 아트

(performance art) 등의 비(非) 물질성의 미술 양식들

이 대거 출현하여 극단적인 성향과 개념을 강조하는 

형태가 증가하였다. 인터미디어의 범주는 딕 히긴스

의 ‘인터미디어 차트(intermedia chart)’를 통해 알 수 

있다. 인터미디어라는 큰 범위에 이와 관련된 장르들

이 서로 결합되고 포함하고 있는 거대한 구조로 나타

난다. 국제적인 전위예술 운동인 플럭서스(fluxus)를 
중심으로 시의 주제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구체 

시(concrete poetry), 시각 시(poesia visive), 해프닝

(happenings) 그리고 퍼포먼스 아트(performance art) 

등의 다양한 예술 수단, 개념 및 기술에 관한 융합을 

가지며, 집합들 사이의 연관성이 있고, 서로 연계된 

집합의 형태는 원형들 사이에 위치한 또 다른 원형을 

설명하기 위해 도움이 된다(Higgins, 2002).
작곡가이자 시인이며 플럭서스 예술가인 딕 히긴

스는 1964년 독자적으로 ‘something else press’라는 

출판사를 건립하고 원고를 출판하였다(Kim, 1993). 
첫 원고는 그의 유명한 논고인 ‘인터미디어’로써 새로

운 형태의 예술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로 인터미

디어를 사용하였다. 또한,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인 백

남준은 인터미디어 개념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작품화한 예술가 중의 하나이다. 탈장르와 인터미디

어는 백남준 예술의 가장 큰 특징들이다. 음악과 회

화, 비디오와 음악, 테크놀로지와 인간, 테크놀로지와 

자연, 환경, 스포츠와 예술, 예술과 일상 등을 접목시

키며 혼합한다. 1950년부터 그의 예술에서의 주된 관

심사에 대한 질문에서 그는 “다양한 영역 사이의 경

계지역 그리고 음악과 시각예술, 하드웨어와 소프트

웨어, 전자공학과 고전적 의미에서의 인간성 같이 서

로 상이한 매체와 요소들을 접목시키는 복잡한 문제

들”이라고 대답하고 있다. 1963년 3월 부퍼탈(Wuppertal)
에서 열린 백남준의 첫 전시회 <음악 전시>는 인터미

디어의 개념을 잘 보여준다. 듣는 음악을 보는 전시의 

개념과 접목시키면서 백남준은 비디오 아트의 선두주

자가 된다. 비디오 캠코더가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며 

소리와 함께 화면에 보이는 것이다(Huh, 2006). 이처

럼 인터미디어는 시각 위주의 전통적 예술에 대한 무

정부주의적인 운동이며, 이를 기반으로 하는 플럭서

스는 파괴주의를 실천하는 가장 급진적인 실험 예술

운동인 것이다. 이처럼 1960년대에는 비주류 예술에

서 퍼포먼스 및 해프닝 형태로 많이 나타났다. 특히, 
플럭서스는 전위적인 행위예술로서 퍼포먼스를 주된 

표현 방법으로 선택하여 기존의 예술에 저항하는 ‘반
(反) 예술’의 특성이 나타났다. 이렇듯 예술 분야에서

의 인터미디어는 음악, 미술, 무용, 영화 등의 다양한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기존 장르에서 다른 장르를 융

합하여 새로운 예술을 표현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2. Fashion show

패션쇼(fashion show)는 런웨이 쇼(runway show)
라고도 불리며, 디자이너의 스타일이 포함된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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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마케팅 이벤트로 정의되며, 고급 의상점이라

는 의미인 오트쿠튀르(haute couture)와 일반적인 프

레타포르테(pret-a-porter)로 분류된다. 패션쇼 장소는 

주로 쇼룸 또는 어느 지정된 공간이지만, 최근에는 버

추얼 쇼(virtual show) 또는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장소

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나 실시간 스트리밍(live 
streaming)으로 볼 수 있다. 초기 패션쇼의 개념은 단

순히 의상 판매를 목적으로 브랜드 및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바이어와 대중들에게 미리 선보이는 것을 의

미했으나, 현대 패션쇼에서는 자신의 콘셉트와 이미

지에 맞게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대중에게 전달함으

로써 수입 창출의 목적과 함께 디자이너 및 브랜드 철

학과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처럼 패션쇼는 상업적 측

면을 넘어 예술적 측면에서도 패션쇼에 대한 중요도

와 의미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패션쇼는 다른 장르의 쇼와는 달리 음악과 무대 연

출로 시청각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쇼이다. 연극이나 

엔터테인먼트 매체의 다양한 창작 요소를 사용하여 

모델이 상품을 입고 연출함으로써 디자이너와 바이

어, PR 담당자 및 기자, 그리고 이를 구매하는 소비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라 할 수 있다. 패션

쇼는 단순한 정보전달 기능을 넘어 패션의 아이디어

를 강화시킬 수 있는 즐거움을 동반한 오락적인 기능, 
즉 관객의 주의를 끌만한 이벤트 성격을 갖추어야 한

다(Sung & Kwon, 2009). 이처럼 현대 패션쇼의 중요

도가 높아짐에 따라 기획 및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패

션쇼 프로덕션이 생겨나고 있다. 현대 패션쇼의 시장

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

술가 및 전문가들의 합작으로 의상뿐만 아니라 음악, 
조명, 무대 연출, 그리고 특수효과 등이 집약된 ‘종합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본주의 시장의 논리

를 기반으로 한 ‘판매를 위한 쇼 케이스’이며, 패션쇼

의 발전과 더불어 패션쇼만을 위한 프로덕션이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다(Shin, 2011). 현대 패션쇼는 패션 

광고, 영화 등의 다른 패션 매체의 유형과 달리 시공

간적 제약을 받고 있지만 가장 보편화 돼 있으며, 효
과적인 마케팅 방법이다. 현대 패션쇼는 예술성과 대

중성을 동시에 추구하며, 시각 및 행위적 측면에 비중

을 두고, 현대 매체의 다양한 창작 및 공연 요소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여기에 인터넷, 케이블 등 다양

한 대중 매체들이 등장하면서 좀 더 쉽게 패션쇼를 접

할 수 있게 되어 문화생활의 하나로 발전하고 있다

(Sung, 2010).
현대 패션쇼에 나타난 인터미디어의 실험적인 시

도는 2000년 이후에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인터

미디어 특성은 실험적인 디자이너들이 많은 파리 컬

렉션을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대표적인 

디자이너로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을 비

롯하여 빅터 앤 롤프(Viktor & Rolf), 마틴 마르지엘라

(Martin Margiela), 후세인 샬라얀(Hussein Chalayan) 
등이 있다. 2010년 이후에는 기존의 실험적 패션쇼

를 추구하는 디자이너 이외에 샤넬(Chanel)과 버버리

(Burberry) 등의 전통적 브랜드 가치를 추구하는 브랜

드들도 자신만의 정체성 및 철학을 선보이기 위한 표

현 수단으로 인터미디어 경향의 패션쇼를 진행하였

다. 최근에는 특정 관심 및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을 서비스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인하여 대중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하면서 패션 

브랜드들은 이를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소비자 친화

적인 패션쇼를 추구하는 톰 포드, 랄프 로렌, 타미 힐

피거와 같은 미국 디자이너들을 중심으로 6개월 전에 

패션쇼를 선보이는 형식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는 현

장 직구 컬렉션과 급변하는 유행에 반응하기 위해 기

존 컬렉션보다 작은 단위로 발표하는 캡슐 컬렉션

(capsule collection) 등의 새로운 형식의 패션쇼들이 

나타났다.

Ⅲ. Methods

1. Research subjects and scope

본 연구의 대상 선정을 위한 예비조사로 2007년 

S/S부터 2017년 S/S까지의 10년간 인터미디어 패션

쇼 빈도수를 분석한 결과, 2010년을 전후로 인터미디

어 경향의 패션쇼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Fig. 1). 
특히, 파리컬렉션은 알렉산더 맥퀸, 이세이 미야케, 
빅터 앤 롤프 등의 실험적 성향이 강한 디자이너들과 

웅장한 규모의 샤넬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컬렉션에서 

인터미디어 경향의 패션쇼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따
라서 본 연구의 분석 범위는 인터미디어 현상의 실험

적 패션쇼가 두드러지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컬렉션

부터 2017년 S/S까지 파리, 밀라노, 뉴욕, 런던에서 발

표된 여성복 컬렉션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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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선행논문들에 대하여 자주 

언급되었거나 실험적 경향의 패션쇼를 선보인 디자이

너들과 컬렉션에 대한 기사 및 소셜 미디어 등의 인터

넷 검색을 통해 인터미디어와의 연관성이 높은 30명

의 디자이너들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파리 컬렉션

에서는 알렉산더 맥퀸, 샤넬, 크리스챤 디올(Christian 
Dior), 살랴얀,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 장 샤를

르 드 카스텔 바작(Jeancharles de Castelbajac),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 겐조(Kenzo), 루이비통

(Louis Vuitton), 몽 클레어 감마 루지(Monclear Gamme 
Rouge), 릭 오웬스(Rick Owens), 아이리스 반 헤르

펜(Iris Van Herpen), H&M, 빅터 앤 롤프, 지방시

(Givenchy)로 선정하였다. 뉴욕 컬렉션에서는 알렉산

더 왕(Alexander Wang), 마크 제이콥스(Marc Jacobs), 
몽클레어 그레노블(Moncler Grenoble), 로다르트(Rodart), 
톰 브라운(Thom Browne), 타미 힐피거(Tommy HilFiger), 
Y-3, 카니예 웨스트 이지(Kanye West Yeezy), 빅토리

아 시크릿(Victoria’s Secret), 타겟(Target)으로 선정하

였다. 밀라노 컬렉션에서는 돌체 앤 가바나(Dolce & 
Gabbana), 디스퀘어드(DSquared2), 필립 플레인(Philip 
Plenin), 프라다(Prada)와 런던 컬렉션에서는 버버리

로 선정하였다.
연구의 대상에 대한 시각자료 선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과 선행연구에 나타난 컬렉션들

과 비교하여 출현 빈도에 따라 연구자에 의해 1차적

으로 313개의 패션쇼를 선별하였다. 둘째, 1차 선별된 

자료에 대하여 출현 빈도 및 연관성이 높은 디자이너

들을 기준으로 61개의 쇼를 제외한 30명의 디자이너

에 대하여 252개의 패션쇼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의류학 전

공 전문가 집단(박사 7인)을 대상으로 검증을 시행하

였다. 선정 시각 자료에 대한 수집 방법은 예술 관련 

서적 및 인터넷 자료를 바탕으로 영상 및 사진을 중심

으로 분석하였으며 ‘Vogue.com(미국), Vogue.co.kr
(한국)’ 사이트를 중심으로 Vogue의 창간기념 부록

인 ‘The Show 1, 2’, ‘Youtube.com’, ‘Style.com’, 
‘Samsungdesign.net’, ‘W Korea’ 등과 ‘www.alexander 
mcqueen.com’, ‘www.chanel-news.com’ 등의 해당 디

자이너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영상 및 사진 자료를 

수집하였다.

2. Study design

본 연구에서는 인터미디어 현상이 나타난 현대 패

션쇼의 인터미디어 특성을 디자이너와 관객에 이르기

까지 총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분석 방

법으로는 인터미디어와 패션쇼 관련 선행연구 및 최

근 패션쇼의 기사 분석을 통하여 특성 및 분석 기준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

구, 기사 등에서 언급된 용어들을 유사 개념의 용어로 

정리하여 인터미디어 특성을 도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미디어에 관련 선행연

구 분석을 통하여 Kim(2002), Na(2008), Kwon(2011), 
Kwon and Kim(2011), Kim(2012)의 연구에서 인터미

디어 특성을 수용하였다. 인터미디어 아트의 표현 방

<Fig. 1> Contemporary fashion shows with intermedia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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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영역 간의 결합으로 다양한 예술 분야 간 결합, 
기술 및 다양한 매체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매체에 

대한 모색으로, 매체의 확장 및 결합으로 분류하였다

(Kim, 2012; Kwon, 2011; Na, 2008). 다양한 분야 및 

인접 장르와의 공동 작업 등은 새로운 매체 생성 및 

다원성을 추구하며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것으로 영역 

간 상호 소통으로 나타났다(Kim, 2002). 이처럼 상호

작용이 강조되면서 관객의 역할 또는 위치의 변화가 

일어났고, 수동적인 감상 형태에서 능동적으로 작품

에 대한 참여적 태도는 행위의 강조와 관객의 능동적 

태도로 나타났다(Kwon, 2011; Kwon & Kim, 2011). 
예술가의 다원적 위치는 고정적인 장르를 넘어 다양

한 장르와의 협업 및 활동을 통해 예술가들이 다차원

적 위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Kwon & Kim, 
2011). 작가의 개념이나 의미를 이미지로 표현하여 대

상의 무형의 것을 강조하는 비물질성, 표현 방식 및 

주제 선정에 있어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한 것을 나타내

는 공공성, 관객 또는 대중의 기호로 시각적 장치를 

제공하는 대중성이 나타났다(Kim, 2002). 이와 같이 

선행연구 분석에 따른 인터미디어 특성을 정리하면, 
매체의 확장 및 결합, 영역 간 상호 소통, 관객의 능동

적 태도, 행위의 강조, 예술가의 다원성, 비물질성, 공
공성, 대중성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현대 패션쇼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패션쇼

의 연출 방법에 관한 연구와 패션쇼의 매체적 특성에 

대한 연구 내용을 조사 분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Chang and Park(2001), Huh(2011), Yang and Cho 
(2011), Lee(2013), Chang(2012), Jung and Kim(2013), 
Cho and Suh(2014), Hong and Kim(2014)의 연구에

서 수용하였다. 현대 패션쇼의 연출 방법으로는 무대

장치 및 연출, 이미지 콘텐츠의 다양화, 퍼포먼스 요

소, 퍼포먼스 및 공연, 행위예술, 과정적 표현, 공간의 

군집화, 영상 매체 및 뉴미디어, 미디어 아트 패션 퍼

포먼스, 다중감각의 활용, 연극적 요소, 현대무용 패

션 퍼포먼스, 바디 페인팅 패션 퍼포먼스 등으로 다양

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현대 패션쇼의 매체에 관한 특

성으로는 탈 경계성, 매체 확장성, 구성요소파괴, 복

합 매체성, 무대와 관객의 상호작용, 관객의 몰입, 예
술매체의 가상성, 시간의 연속성, 관객참여, 상호 소통, 
주제 확장, 비물질성, 전위적 개념성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현대 패션쇼에 관한 기사분석은 분석 

대상인 30명의 디자이너 중에 패션쇼에 대하여 언급

된 기사가 있는 22명의 159개에 대한 기사를 통하여 

현대 패션쇼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기사 분석은 

패션쇼의 분위기와 연출에 관련하여 설명된 어휘 및 

내용을 빈도에 따라 종합 분석하여 무대 디자인, 퍼포

먼스, 장르 결합, 하이테크, 예술적 영감, 상징적 조형

물, 전위적 연출, 재현적 공간, 사회적 메시지, 상징적 

모델, 라이브, 뉴미디어, 컬래버레이션, 연극적 요소, 
초현실적 메시지, 실험적 연출 순으로 17개의 특성으

로 나타났으며, 무대 디자인, 퍼포먼스, 장르 결합, 첨
단기술과 예술적 영감 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따라서 현대 패션쇼에 나타난 인터미디어 특성은 

매체적 확장성, 공감각적 몰입성, 참여적 접근성, 비

물질적 상징성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첫째, 매체적 

확장성은 매체적 특정성, 매체의 형식주의, 표현 범위

의 확장, 매체의 확장성, 매체의 확장 및 결합, 영역 

간 상호 소통, 탈 경계성, 구성요소 파괴, 복합 매체성, 
장르 결합, 예술적 영감을 통해 새로운 형식을 확장시

키는 의미로 정립하였다. 이는 크게 다양한 예술 분야

의 확장을 의미하는 예술과 패션과 일상생활의 것에 

대한 확장을 의미하는 삶과 패션의 통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둘째, 공감각적 몰입성, 관객의 몰입, 기술

적 상징성, 무대와 관객의 상호작용, 관객의 몰입, 예
술매체의 가상성, 재현적 공간, 연극적 요소, 스토리

텔링, 무대디자인, 뉴미디어, 첨단기술을 종합하여 도

출하였다.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여 관객에게 몰입성

을 가져다 주며, 이야기 또는 경험을 통한 몰입과 테

크놀로지 및 뉴미디어 등의 기술을 통한 몰입으로 분

류 할 수 있다. 셋째, 주체적 참여성, 관객의 능동적 

태도, 행위의 강조, 예술가의 다원성, 시간의 연속성, 
관객 참여, 상호 소통, 퍼포먼스, 실험적 또는 전위적 

연출을 종합하여 참여적 접근성으로 도출하였다. 관

객과 디자이너의 직․간접적인 참여로 행위적 참여인 

수행적 접근과 도구를 이용한 참여방법인 매개적 접

근으로 분류되었다. 마지막으로 비물질적 상징성은 

비물질성, 공공성, 대중성, 주제 확장, 전위적 개념성, 
사회적 메시지 전달, 상징적 조형물 및 모델을 대표하

는 특성으로 도출되었으며, 디자이너의 철학 및 공공

성을 포함한 메시지를 오브제나 행위를 통하여 상징

성을 부여한다. 디자이너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여 관객들이 바로 느낄 수 있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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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 상징과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형상을 통해 비유

적으로 표현하는 은유적 상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와 같이 현대 패션쇼에 나타난 인터미디어 특성에 대

한 분석 기준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Ⅳ. Results and Discussions

1. Medium scalability

새로운 제3의 예술형식을 의미하는 인터미디어는 

매체의 결합에서 시작한다. 인터미디어는 음악, 연극, 
무용 등의 예술 매체에서 사회, 경제, 역사 등의 일상

생활 매체에 대하여 매체적 확장으로 주제 및 메시지 

전달에 있어 수용자들의 지각 및 인식의 변화를 가져

다준다. 매체적 확장성은 다양한 매체 간 결합을 토대

로 영역 간의 상호 소통 및 새로운 경험과 형식을 말

한다. 현대 패션쇼에서는 기존의 형식에 대하여 예술 

및 일상 매체의 결합을 통해 관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부여하며, 디자이너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술

적 도구 및 디자이너가 추구하는 의미의 확장이다. 이
는 패션쇼에서 예술성을 부각하기 위한 ‘예술과 패션

의 통합’과 대중화를 의미하는 ‘삶과 패션의 통합’으
로 분석될 수 있다.

첫째, 인터미디어를 추구하는 작가들은 다양한 분

야의 예술 매체와의 결합을 통해 전통적 형식에서 벗

<Table 1> Standard of analysis on contemporary fashion shows affected by intermedia 

Previous studies on 
Intermedia

+

Previous studies on 
contemporary 
fashion shows

 +

Article analysis on 
contemporary 
fashion shows

è

Characteristics of contemporary fashion shows 
affected by Intermedia

Combining a 
variety of media 

Borderline
media extensibility Combining 

intergenre
Medium 

scalability

Unity of art and fashion

Component 
breakdown

Artistic inspirationInteract with 
various areas Unity of life and fashion

Combining media

-

Stage and audience 
interaction

Reproducible space

Synesthetic
flow

Emotional immersionTheatrical element

Audience 
immersion

Story telling

Stage design

Technology immersion
Virtuality 

New-media 

Technology

Active attitude Continuity of time Performance

Participatory 
accessibility

Performance accessibility

The emphasis of 
action 

Audience 
participation

Experimental 
production

Mediation accessibilityThe plurality of 
an artist 

Mutual 
communication

Avant-garde
production

Non-materiality Topic extensions Social message
Immaterial 

symbolization

Intuitive symbol

Publicness Non-materiality

Symbolic forms Metaphorical symbolPopularity Avant-gar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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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 자신의 신념 및 철학을 작품이라는 매개체를 통

해서 수용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 패

션 디자이너들이 다양한 예술 분야와의 결합을 통해 

주제 및 메시지를 패션쇼를 통해 관객에게 전달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전 예술과 패션은 

독자적인 분야로 전통적인 영역으로 존재해 왔으며 

의식주로써 생활의 일부분의 영역인 패션은 상업성이 

강하여 예술과 이분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
러나 현대 많은 패션 디자이너들은 예술적 관점에서 

패션을 바라보며, 예술 작품에서 영감을 얻고, 예술가

와의 협업을 통하여 끊임없이 예술과의 결합을 시도

하여 새로운 형식을 만들고, 패션에서의 예술적 미학

을 추구한다. 이러한 예술과의 결합을 통한 확장성은 

현대 패션쇼까지 확대된다. 패션쇼는 관객에게 디자

이너들이 새로운 컬렉션을 선보이는 최초의 공간으로

서 주제표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예술

과 패션쇼의 통합에 대한 연출 방법으로는 예술가와

의 협업 및 예술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무대 디자인과 

모델 및 예술가의 행위를 통한 연출, 예술가와의 협업

을 통한 주제에 대한 상징적 구조물 등이 있다. 예술

과 패션쇼의 통합은 예술성을 부여하며 기존 형식에 

대한 확장을 가져다 주며, 예술적 관점으로 바라본 표

현의 공간으로 볼 수 있다. 마크 제이콥스의 2013 F/W 
컬렉션에서는 덴마크 출신의 설치 미술가인 올라퍼 

엘리아슨(Olafur Eliasson)의 ‘The Weather Project’에
서 영감을 받아 자연의 경이로움과 편안함, 익숙함의 

특별함을 거대한 황금빛 태양으로 표현하였다(Fig. 
2). 세트 디자이너인 스테판 백맨(Stefan Beckman)이 

무대를 연출한 컬렉션으로 무대 배경 중앙에 거대한 

인공 태양으로 조명을 연출하였으며, 세피아 빛이 물

든 패션쇼장에서 마지막 모델이 퇴장하자 기존의 조

명으로 바뀌며 다시 첫 모델이 등장하였다. 이는 자연

현상을 공공장소에 옮겨 놓아 관람자에게 새로운 경

험을 가져다주는 올라퍼 엘리아슨의 작품을 패션쇼 

공간으로 오마주하여 관객에게 몽환적인 경험을 가져

다 주며 브랜드 콘셉트를 극대화 시켰다(Fig. 3). 예술

과 패션쇼의 통합은 현대 패션쇼에서의 예술에 대한 

확장으로 새로운 매체의 수용 및 생성을 의미한다. 예
술은 직접적으로 컬렉션의 주제와 연관성을 가지며, 
예술에서 영감받은 무대 연출 방법 및 오브제 연출과 

모델의 행위 및 예술가와의 협업을 통한 연출 방법으

로 주제를 부각시키는 보완적 역할이며 또 다른 예술 

공간이다. 이처럼 패션쇼는 단순히 패션을 선보이는 

공간이 아닌 예술과의 상호관계성 및 예술성을 가진 패

션 매체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인터미디어는 전통적이고 형식주의적인 작품

에 반대하여, 일상의 삶 또는 사회, 정치, 역사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주제 선정에 대한 매체의 수용적

인 태도를 볼 수 있다. 이는 계급사회가 무너지면서 

대중들이 예술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이러

한 현상에 예술가들은 대중의 기호에 맞는 표현 수단

으로 일상 매체를 사용하여 가치관을 구체화시키며, 
대중성을 추구하였다(Kim, 2002). 이렇듯 인터미디어

는 일상적인 것을 예술에 차용하면서 고위층만의 문

화였던 예술을 대중화시켰으며, 예술가들은 사회 및 

문화 전반에 관한 공공성을 강조하기 위해 삶과 관련

한 주제 및 오브제들을 사용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메

시지 및 가치관에 대한 방법론을 확장시켰다. 장 폴 

고티에의 2011 S/S 컬렉션에서는 100kg이 넘는 거구

인 가수 베스 디토(Beth Ditto)를 뮤즈로 선택하였으

며(Fig. 4), 루이비통 2010 F/W 컬렉션에서는 육체파 

모델을 중심으로 관능미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Fig. 5). 이는 오늘날의 일반적 기준에서 벗어나 다양

한 체형의 모델을 선택함으로써 모델을 선정하는 기

준을 변화시켰다. 삶과 패션의 통합은 이념적으로 격

변하는 변화와 함께 현대 패션 컬렉션의 형식에 있어 

전통적 형식에 대한 거부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처럼 특정한 건물 안의 장소에서의 런웨이는 

터미널, 거리, 바닷가, 미술관 등 일상적 공간을 컬렉

션 장소로 활용하거나, 일반적인 모델의 기준에서 벗

어난 뚱뚱한 여자, 어린아이, 장애인 등의 모델을 기

용하였다. 이처럼 모델에 대한 기준의 변화는 현대 사

회가 반영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양한 

일상 매체들의 결합은 표현 방법, 장소, 관객의 인식 

등의 확장 및 전환을 가져다 주면 기존의 형식을 해체

하고 새로운 형식을 생성한다.
따라서 매체적 확장성은 예술, 대중문화 등의 예술

가와의 협업과 사회, 정치 등의 메시지 전달을 통해 

현대 사회가 반영된 패션 퍼포먼스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양한 매체의 결합을 통하여 관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며, ‘예술과 패션쇼의 통합’과 

‘삶과 패션쇼의 통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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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ynesthetic flow

다양한 감각들이 서로의 감각을 자극하여 복합적

인 작용을 일으키는 공감각은 대중들의 감성 및 재미

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공감각은 대중들

이 무언가에 집중하여 빠져드는 현상이며, 심리학에

서는 이를 몰입이라 한다. 다양한 몰입의 개념 중에 
칙센트 미하이(M. Csikszentmihalyi)는 흥미나 호기심

과 같은 내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로 인해 능동

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때 발생되는 주관적인 경험의 

질에 관심을 가지며, 이러한 몰입 경험으로 ‘플로우

(flow)’라고 정의하였다(Ha, 2012). 이러한 감각을 통

한 몰입(flow)은 어떠한 것에 완전히 빠져있는 심리적 

상태를 말한다. 현대예술과 대중예술에서는 대중매체 

또는 뉴미디어를 활용한 전달기법으로 문화․정치 이

슈를 제기하면서 대중들의 흥미 또는 공감을 이끌며 

공감각적인 몰입성을 가져다주며, 이는 다양한 감각

을 통해 대중들이 흥미를 가지고 작품에 집중하여 빠

져드는 현상이다. 이와 같이 현대 패션쇼의 공감각적 

몰입성은 관객이 직․간접적인 참여적 역할로 전환되

면서 예술로서의 미적 경험을 직접적으로 인식하여 

빠져드는 현상을 말한다. 즉, 컬렉션의 주제를 표현하

기 위해 장소의 현장성과 모델의 연기 및 기술에 의해 

관객들이 공감각을 활용하여 표상한 대상에 대하여 

몰입되거나 빠져드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현실을 그

대로 재현하여 관객들에게 경험에 의한 몰입을 가져

다주는 ‘경험적 몰입성’과 뉴미디어를 이용한 ‘기술적 

몰입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현대 패션쇼에서의 관객의 경험은 기능 및 

직․간접적인 참여와 스토리에 대한 상호 교감이 더

해진 다양한 경험을 말한다. 현대 패션쇼에서는 다감

각을 활용한 퍼포먼스적 요소가 강조됨에 따라 무대, 
모델 등의 연출 요소들은 패션쇼와 밀접한 관계를 가

Medium scalability 

<Fig. 2> ‘The Weather Project’ 
- Olafur Eliasson (2003).

From Partnouveau. (2013). 
http://partnouveau.com 

 
<Fig. 3> Marc Jacobs F/W 2013 ready-to-wear

From Dills. (2013).
https://www.nytimes.com

   

<Fig. 4> Jean Paul Gaultier S/S 2011 
ready-to-wear From Dennis. (2010). 

http://www.zimbio.com

 <Fig. 5> Louis Vuitton F/W 2010 
ready-to-wear From Vogue. (2010, 2011).

www.vogu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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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 되었다. 이처럼 주제에 대한 스토리를 무대 연

출, 장치 등의 실제 현장성과 모델의 연기가 결합되어 

관객에게 전달하며 경험적 몰입성을 추구한다. 2016 
S/S 마크 제이콥스 컬렉션에서는 시상식 레드 카펫을 

런웨이로 연출하였다. 패션쇼의 무대인 극장 안의 관

객들은 영화과 의자에 앉아 대형 스크린에서는 외부

에서 일어나는 광경을 지켜볼 수 있었다. 이는 ‘가장 

이상적인 그의 아메리카’를 주제로 한 컬렉션에 미국

의 대표적 대중매체인 영화의 시상식을 뉴욕의 오래

된 극장인 ‘지그펠드 극장(ziegfeld theatre)’을 무대로 

연출하였다. 무대 밖 레드 카펫으로 만들어진 런웨이

를 시작으로 초대받지 않은 행인들까지 자연스럽게 

섞이며 장소의 현장감과 연출로 인한 몰입감을 가져

다 주었다(Phelps, 2015; Fig. 6). 이와 같이 대중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같은 자연스럽고 완성도 높은 연출

로 컬렉션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구축하고, 관객들에

게 새로움과 재미를 선보인다.
둘째, 기술적 몰입은 기술의 발전으로 대중들의 지

각방식에 있어 디지털과 패션 융합으로 가능해진 핵

심적인 특성이다. 최근 패션쇼에서의 뉴미디어 및 테

크놀로지의 도입이 활발해지면서 기술적 몰입성은 패

션과 밀접해졌다. 디지털 미디어의 체험은 관객들에

게 기술적 몰입성을 가져오는데 중요한 매개적 역할

을 한다. 기술적 몰입은 기술의 발전으로 대중들의 지

각방식에 있어 디지털과 패션 융합으로 가능해진 핵

심적인 특성이다. 최근 패션쇼에서의 뉴미디어 및 테

크놀로지의 도입이 활발해지면서 기술적 몰입성은 패

션과 밀접해졌다. 디지털 뉴미디어 활용으로 해마다 

새로운 브랜드 경험을 가져다주는 버버리는 다양한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고객들과 소통하며 기술적 

몰입감을 경험할 수 있는 패션쇼들을 연출하였다. 페
이스북, 인스타그램, 위챗 등의 다양한 채널을 개설하

여 전 세계 어디서나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한 패션쇼

를 진행하였다(Fig. 7). 기계 및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매체에 대한 대중들의 커뮤니케이션 및 인식

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이는 패션 디자이너들의 상

상력과 창조성이 더해져 표현할 수 없던 것을 현실에

서 표현이 가능해지면서 표현 범위의 확장을 가져다 

Synesthetic flow

<Fig. 6> Marc Jacobs 2016 S/S ready-to-wear From Beckman. (n.d.a,b).
http://www.stefanbeckman.com

 

<Fig. 7> Burberry 2017 F/W ready-to-wear
From Hendriksz. (2017). https://fashionunited.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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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다. 현대 패션쇼에서의 기술적 몰입은 유튜브, 소
셜 미디어, 애플리케이션 등의 뉴미디어의 중요성이 

커지자 장소의 확장과 새로운 경험에 대한 매개체에

서 오는 몰입감이다.
공감각적 몰입성은 다양한 감각의 사용으로 인해 

미적 경험과 참여를 토대로 경험적 몰입과 기술적 몰

입으로 분류된다. 일상생활에서의 친근한 장소 및 상

황을 연출하여 관객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키며 몰입감

을 주는 경험적 몰입과 3D 영상, 가상현실 및 뉴미디

어를 사용하여 표현 범위를 확장시켜 새로운 경험을 

주는 기술적 몰입으로 표현되었다.

3. Participatory accessibility

오늘날 디지털 기술을 통한 뉴미디어 아트는 테크

놀로지를 활용하여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거나 예술가

와 함께 작품을 완성하는 등의 직간접적인 참여로서

의 새로운 경험을 생성한다. 예술가들은 사회, 정치에 

관한 이념과 메시지를 예술을 매개로 참여성을 보이

며 대중들에게 전달하였다. 현대 패션쇼는 일방적으

로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주체자인 디자

이너와 관객 간의 감정을 소통할 수 있는 상호 작용적

인 특성을 지닌다(Sung & Kwon, 2009). 따라서 다양

한 매체와 패션쇼의 결합은 영역 간 상호보완적 관계

에 있어 재구성과 재배치를 통해 생성되는 형식으로 

대중들은 이러한 매체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으로 참

여성이 요구되어진다. 참여적 접근성이란 패션쇼에서 

관객과 디자이너의 경계를 허물며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는 디자이너 및 관객

의 능동적 개입에 의한 수행적 접근성과 매개체에 의

한 매개적 접근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수행적 참여성은 디자이너 및 관객의 행위에 

의한 참여성을 말한다. 패션의 주체자인 디자이너와 

수용자인 관객은 일방적인 관계에서 상호적인 관계로

서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디자이너와 관객의 

참여를 방법론적으로 활용하는 작업이 늘어나면서 ‘수
행성(performativity)’이 필요하게 된다. 수행은 단순

히 몸을 움직이는 행동이 아닌 신체를 통한 지각을 말

한다. 전통적 형식의 패션쇼는 의상을 제작하는 디자

이너와 패션쇼를 감상하는 관객의 역할은 고정적인 

형태였으나, 현대 패션쇼에서는 역할의 경계가 모호

해지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역할의 변화는 직

접적인 행위 형태로 디자인의 가변적 형태를 보여주

기 위한 행위와 관객에게 재미를 주기 위한 행위의 참

여 등으로 나타났다. 예술적인 퍼포먼스와 전위적인 

패션 작품들을 선보이는 빅터 앤 롤프는 행위예술가

이면서 이미 예술계에서는 옷을 매개로 한 설치 작품 

및 행위 예술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패션쇼에 도입하

여 패션 시스템적인 쇼를 선보였다. 빅터 앤 롤프는 

직접 퍼포머(performer)가 되어 무대 위에서 직접 연

출하는 방법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2015 F/W 오트쿠

튀르에서는 웨어러블 아트 컬렉션으로 의미 그대로 

착용 가능한 예술 패션쇼이다. 모델은 유명 화가의 작

품이 그려진 캔버스 프레임으로 만든 아트 패션을 선

보였으며, 디자이너들은 캔버스 프레임으로 된 모델의 
옷을 벽에 걸어놓으며 건축적인 완벽한 예술을 탄생

시켰다(Fig. 8). 이처럼 수행적 접근은 디자이너의 철

학 및 의도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관객은 몰입과 재

미를 추구하기 위한 참여적 접근 방법으로 해석된다.
둘째, 매개적 참여성은 관객이 도구적 매개체를 이

용한 참여로 작품에 관여하는 접근성을 말한다. 현대 

패션쇼는 실험적 형식을 추구하며, 소셜 네트워크 서

비스, 컴퓨터 등의 뉴미디어 및 다양한 매개체 사용을 

통해 디자이너와 관객의 역할에 큰 변화를 가져다주

었다. 이는 관객과 예술 사이에 뉴미디어라는 참여성

이 필요한 매개체를 이용하여 관객에게 참여를 돕는

다. 돌체 앤 가바나의 2011년 F/W 컬렉션에서는 새로

운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관객들이 웹사이트에 코멘

트를 남기면 모델들이 런웨이를 걷는 동안 벽면에 있

는 스크린으로 백스테이지와 함께 실시간으로 스트리

밍되었다(Fig. 9). 이는 뉴미디어를 이용한 관객의 참

여 유도를 의미하며, 현대 패션쇼는 관객과 패션쇼 간

의 다양한 매개체를 이용하여 관객의 직․간접 참여

를 유도하며 매개적 참여성을 가진다. 기술은 패션과 

이분법적인 관계에 있지만 패션에 기술을 결합하여 

관객들의 이성과 감성을 동시에 자극한다. 따라서 더

욱 화려해지고 다양해지는 현대 패션쇼에서 대중들에

게 각인시킬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이
처럼 매개적 접근은 뉴미디어, 예술 등의 매개적 도구

를 가지고 브랜드가 관객들에게 다가가는 접근성을 

의미한다.
이처럼 참여적 접근성은 관객과 디자이너의 역할

을 허물고 참여적 역할로서 패션쇼의 일부가 되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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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적 접근과 소셜 네트워크, 스마트 폰 등의 매개체를 

이용하여 참여하는 매개적 접근으로 나타난다.

4. Immaterial symbolization

‘물질(material)’의 사전적 의미는 구체적 형태를 가

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비(非) 물질은 물질의 반대

어로 실체가 없는 무형의 것을 말한다. 조각이나 회화

와 같은 전통 예술은 물질을 기반으로 시작되었으며, 
작품을 형상화하는 이미지의 실현이다. 전통 예술은 
표면적인 최종결과를 중시하지만, 인터미디어 경향의 

예술에서는 과정 및 개념 자체에 대하여 강조한다. 현
대 패션쇼는 대중문화의 산물로서 대중들에게 정치․

문화적으로 많은 파급효과를 가져다준다. 이처럼 디

자이너들은 컬렉션의 주제 및 메시지를 대중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출 방법을 사

용한다. 비물질적 상징성은 디자이너의 철학 및 메시

지를 관객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행위, 오브제 등의 외

적인 형상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강조하는 특성이다. 
이는 관객들이 대상을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직

관적 상징성과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비유적으로 상

징하는 은유적 상징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직관적 상징은 디자이너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및 컬렉션의 주제를 구체적 형상을 통해 관객

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한다. 이는 무대, 모델, 행위 등

의 현대 패션쇼의 연출 방법과 관계된 요소들에서 나

타난다. 이세이 미야케는 동양과 서양, 과거와 미래, 
신체와 의복 사이의 경계를 허문 인터미디어 성향의 

디자이너로 원단의 낭비 없이 사용자에 의해 만들어

지는 튜브 형식의 무봉제 의복인 A-POC(a piece of 
cloth)이라는 새로운 개념과 바느질 처리 후, 주름을 

만들어내는 ‘가먼트 플리팅(garment pleating)’, ‘스팀 

스트레치(steam stretch)’ 등 자신만의 기술력을 패션

쇼를 통해 상징성으로 나타내었다. 2012년 F/W 컬렉

션에서는 쇼의 시작 전 패브릭 테크놀로지인 스팀으

로 옷의 형태를 잡는 ‘스팀 스트레치(steam stretch)’를 

선보였다. 이는 원단에서 옷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관

객에게 즉흥적으로 시각화함으로써 독특한 기술력을 

상징적 퍼포먼스를 통해 관객에게 전달하였다(Fig. 
10). 이처럼 현대 패션쇼는 모델, 연출, 행위 등의 요

소에 사회, 문화 등의 당대의 상징성을 부여하여 관객

Participatory accessibility

<Fig. 8> Viktor & Rolf F/W 2015 haute couture
From Schaik. (n.d.a,b). http://www.bastiaanvanschaik.com

<Fig. 9> Dolce & Gabanna F/W 2011 ready-to-wear
From Youtube. (2011). https://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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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직관적 상징성을 나

타내는 공간으로 해석된다.
둘째, 현대 패션쇼에서는 의상보다 브랜드 자체 이

미지와 디자이너의 철학과 개념, 사회, 정치, 문화적 

이슈에 관한 주제의 확장 등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

한 디자이너들은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형상을 통하

여 표현하는 방법으로 은유적인 상징을 추구한다. 디

자이너의 의도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면서 관객에게 새

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통해 시각적 상상력을 제공한

다. 필립 플레인의 2016 S/S 컬렉션에서는 영화 ‘엑스 

마키나’에서 영감을 받아 ‘기계와 전자장치에 지배된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로봇 기타

리스트와 함께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기계식 런웨

이로 연출하였다. 모델들이 컨베이어 벨트로 만든 런

웨이 위에 오르면 자동화 시스템으로 선글라스와 가

방 등의 액세서리를 건네주었다. 이는 현재 우리의 삶

을 지배하고 있는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등의 전자장

치에 의존하며 기계 없이 살아가기 힘든 현실을 공장

의 어두운 분위기와 로봇, 기계장비 등을 통해 은유적

으로 표현하였다(Leithch, 2015; Fig. 11). 은유적 상징

은 컬렉션의 주제 및 디자이너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

를 모델, 오브제, 무대 등의 시각적 이미지로 나타내

며, 관객의 주관적 해석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이와 같이 비물질적 상징성은 패션쇼의 메시지 또

는 철학을 대중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직접적인 퍼포

먼스 및 모델의 행위나 모습으로 표현하는 직관적 상

징과 무대 연출, 상징적인 오브제를 설치하여 관객의 

해석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표현되는 은유적 상징으

로 구분된다.

Ⅴ. Conclusions

예술에서 파생된 인터미디어는 장르 간 융합을 통

한 새로운 제3의 복합 예술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이

며, 문화, 예술을 넘어 사회 전반에 새로운 경험 및 형

식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현대 패션쇼는 

장르 간 결합과 실험적 시도가 나타남에 따라 인터미

디어와 공통점을 가진다. 현대 패션 디자이너 및 브랜

드들은 대중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의 융합을 통해 인터미디어를 선보이며, 이에 따

라 현대 패션쇼에서의 인터미디어에 대한 중요성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패션쇼와 인터미

디어에 관한 문헌 연구 및 사례 분석을 토대로 인터미

디어가 나타난 현대 패션쇼의 연출 방법을 분석하고, 
패션쇼의 연출에 대한 다양한 방법과 예술 및 인문학

적 관점을 통하여 융합적 방법론을 제시하는데 그 목

적이 있다.
현대 패션쇼에 표현된 인터미디어 특성은 매체적 

확장성, 공감각적 몰입성, 참여적 접근성, 비물질적 

상징성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그 특

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매체적 확장성은 

인터미디어의 대표적 특성으로 전통적 형식의 패션쇼

를 탈피한 실험적인 시도이다. 이는 다양한 매체의 수

용적 태도를 통해 디자이너의 표현 욕구를 충족시키

는 기술적 도구 및 방법이라 할 수 있으며 음악, 연극, 

Immaterial symbolization

<Fig. 10> Issey Miyake F/W 2012 
ready-to-wear From Lucire. (2012). 

https://www.Lucire.com

 <Fig. 11> Philipp Plein S/S 2016 ready-to-wear 
From Elle. (2015). 

https://www.el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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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 등의 예술 매체와의 결합을 통한 ‘예술과 패션쇼

의 통합’과 사회, 경제, 역사 등의 일상생활 매체와의 

결합인 ‘삶과 패션쇼의 통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많
은 디자이너들은 예술과의 결합을 시도하면서 다양한 

작품에서 영감을 얻고 예술가들과의 공동 작업을 통

하여 패션쇼에서의 새로운 예술적 미학을 추구하였

다. 또한 일상생활의 것들을 차용하면서 장소, 모델 

및 관객 등의 전통적인 요소를 파괴함으로 현대 사회

의 특성을 현대 패션쇼에 담고 있다. 둘째, 공감각적 

몰입성은 관객의 직․간접적인 참여와 경험을 바탕으

로 패션쇼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인식하여 빠져들게 

하는 현상이다. 이는 주제에 관련한 장소의 현 장성과 

모델의 연기 등의 요소들을 활용하여 현실을 그대로 

재현하여 관객들이 경험을 토대로 표상한 대상에 몰

입하는 ‘경험적 몰입’과 관객이 디지털 기술 및 뉴미

디어의 상호작용을 통해 직․간접적인 체험을 통한 

‘기술적 몰입’으로 나타났다. 경험적 몰입성은 관객의 
라이프 스타일과 가까운 연출 또는 스토리가 존재하

는 자연스럽고 완성도 높은 연출로 차별화를 추구하

여 관객들에게 경험했던 것에 대한 회상과 재미를 가

져다 주었다. 기술적 몰입성은 기술 및 뉴미디어의 출

현으로 인한 현대 패션쇼의 새로운 특성이다. 이는 기

계 매체의 발전에 대한 관객의 커뮤니케이션 및 인식

의 변화와 디자이너들의 표현의 확장을 가져다 주었

다. 셋째, 참여적 접근성은 일방적으로 관객들에게 보

여주는 것이 아닌 관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상

호 작용성이다. 관객과 디자이너의 역할을 해체시키

며 소극적 참여에서 적극적 참여로의 전환을 통한 패

션쇼에서의 접근성을 말한다. 이는 행위를 통한 ‘수행

적 접근’과 ‘매개적 접근’으로 나타났다. 수행적 접근

은 디자이너와 관객의 행위를 통한 참여이며, 작품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거나 재미를 위한 이벤트적인 행

위로 나타났다. 매개적 접근은 도구적 매개체를 이용

한 작품에 관여하는 접근성을 말한다. 이러한 참여적 

접근성은 직간접적인 참여를 통해 작품의 표현 및 해

석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나타냈다. 넷째, 비물질적 

상징성은 대상 자체보다는 그 안의 철학 및 관념을 중

요하게 여기며 작품을 통해 표현되었다. 이는 디자이

너가 전달하고자 하는 비물질적 메시지를 구체적인 

형상인 무대 및 행위 등을 통해 전달하는 직관적 상징

과 은유적으로 표현하여 관객의 주관적인 해석에 따

라 다양한 의미를 갖는 은유적 상징으로 나타났다. 대
중문화의 일부로 여겨지는 현대 패션쇼에 대하여 당

대의 정치 문화적 상징성을 부여해 이슈화 시키며 브

랜드 이미지를 구축시키는 역할로 나타났다.
과거의 패션쇼는 단순히 의상을 전달(inform)을 하

는 매체의 하나였으나, 현대 패션쇼는 전체 콘셉트를 

수행(perform)을 통하여 전달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관객들은 시각뿐만 아니라, 공감각으로 서로에게 투

과되어 표출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가지게 된다. 현대 패션쇼는 의상보다 컬렉션

의 주제 및 메시지를 얼마나 인상 깊고 효과적으로 대

중들에게 전달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
양한 매체의 결합과 관객의 참여, 재미를 통한 몰입성 

및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인터미디어 경향의 패션쇼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 기대한다.
본 연구의 한계는 인터미디어와 현대 패션쇼에 관

한 사례들을 분석하는데 한정된 연구 범위로 모든 디

자이너의 패션쇼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으므로, 인터

미디어와 현대 패션쇼의 관계에 대하여 확대 해석하

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본 연구는 패션을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매체에 대한 연구이므로 패션 

디자인의 디테일과 같은 형태적 요소들은 배제하고 

연출 및 표현 방식에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에 대한 

후속 연구로는 인터미디어와 패션쇼의 관계에서 나아

가 패션전시, 패션필름, 패션 광고 등의 다양한 패션 

매체에 대한 범위의 확대를 통해 매체적 관점에서의 

인터미디어 특성 및 연출 특성을 알아보는 것도 의미

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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