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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ce the late 2000s, fashion exhibitions have expanded to encompass a variety of 
concepts and sizes, and the need for research on exhibition planning, installation, and 
direction, including curating, is emerging. In this context, basic research is deemed 
necessary to encourage more experimental and in-depth research into the planning and 
orientation of domestic fashion exhibitions. Accordingly, by analyzing the exhibitions 
of Judith Clark, a pioneering fashion curator, and fashion exhibition planner,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and directing points of her curation. 
This study proceeds as follows: first, the concept and type of fashion exhibition and 
curation are investigated. Second, the exhibition cases curated or produced and 
installed by Judith Clark are examined and analyzed. Finally, based on this analysis, 
the characteristics and directing points of her curation are identified. In exhibitions, 
Clark’s directing style features use of a variety of objects, the diversification of the 
flow-path through space division, and collaborations with various fields or experts. 
Clark’s curation points, based on such characteristics, are as follows: reproduc-
tion-oriented curation to capture the age of the time based on historical research; 
storytelling-based curation; and transboundary curation with multiple methods and 
open processes. This study is expected to serve as a foundation and precedent that 
will lead to further research on fashion exhibitions and implementation.

Keywords: Judith Clark(주디스 클락), fashion curation(패션 큐레이션), fashion exhibition
(패션 전시), storytelliing curation(스토리텔링 큐레이션), trans-bound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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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패션 전시는 2000년대 후반부터 세계적인 패션하우스들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다

양한 콘셉과 규모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전시 큐레이팅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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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전시 기획 및 제작, 연출, 설치 등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패션 큐레이션에 대한 대념

과 연구사례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Ma(2018)의 “패션 

큐레이션 유형과 특성연구”가 있다. 그러나 그동안 

패션 전시에 대한 연구는 패션 박람회나 매장을 분석

하는 패션 커뮤니케이션과 전시 공간(Jang & Yang, 
2011), 현대 패션박물관의 전시유형과 역할(Jung & 
Ha, 2016), 패션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의 패션전시

에 관한 연구(Hahn, 2012) 등 대부분 하나의 패션 브

랜드나 디자이너 또는 전시를 분석에 중점을 둔 것으

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내 패션 전시 

큐레이터와 전시 기획자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고취

시키고자 패션 큐레이션 분야에 선구적인 패션 큐레

이터이자 패션 전시 기획 및 제작자인 주디스 클락

(Judith Clark)의 전시사례를 통해 패션 전시의 연출방

식의 특징과 큐레이션 방향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주
디스 클락(Judith Clark, 이하 클락)은 영국 런던을 기

반으로 활동하는 패션 큐레이터이자 패션 전시 제작

자이고 현재 UAL의 London Colleage of Fashion에

서 박물관학과 패션 큐레이션 전공 교수 및 IUAV, 
Bennis의 문화예술학과 객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2014년부터 Centre for Fashion Curation 디렉터로 활

동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패션 하우스 디자이너의 La 
Galerie Louis Vuitton(2015/2016), Cristóbal Balenciaga 
Fashion and Heritage-conversations(2018) 등의 전시

들을 기획하였다. 본 연구는 클락의 전시사례에 나타

난 연출 방식의 특징에서 큐레이션 방향을 제시하여 

국내에서 패션 전시 기획 및 제작, 연출, 설치 분야에

서 보다 실험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초적, 선행적 연구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 내용은 첫째, 패션 전시와 패션 큐레이션

의 개념 및 현황을 고찰한다. 둘째, 주디스 클락이 큐

레이션하거나 기획, 제작 및 연출한 패션 전시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본다. 셋째, 사례들의 연출 방식의 특징

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클락의 패션 전시 큐레이션 

방향을 도출한다. 연구 방법은 첫째, 패션 전시와 패

션 큐레이션에 관한 이론적 고찰은 관련 서적과 선행 

연구논문 등을 통한 문헌연구를 진행한다. 둘째, 클락

의 전시사례들을 공식 웹사이트, 관련 기관의 인터넷 

사이트, 기사 등에 게재된 사진들과 글을 통해 사례연

구를 진행한다. 연구 범위는 주디스 클락 공식 웹사이

트에 게재된 총 23개의 전시사례로 지정하였다.

Ⅱ. Theoretical Background

1. Concept and types of fashion exhibition

전시는 통상적으로 특정 공간에 정해진 주제 및 콘

셉에 따라 어떠한 물품을 연출하여 보여주는 것을 의

미한다. 전시의 유형은 전시물과 주제 등 정보의 특

성, 전시공간의 공간성과 시간성에 의해 분류되는데, 
정보의 특성에 따라 주제 전시와 교육 전시로 나누며, 
전시의 공간성에 따라 관내 전시, 관외 전시로 나누

고, 시간성에 따라 상설 전시, 기획 전시, 특별 전시로 

구분한다(Table 1). 주제 전시는 정해진 주제에 따라 

전시물이나 작품을 전시하여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

며, 교육 전시는 정보와 전시물 또는 작품을 결합시켜 

전시 기획 의도를 전달한다. 관내 전시는 박물관, 미
술관, 전시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전시를 말하며 이 외

의 전시를 관외 전시로 볼 수 있다. 상설 전시 공간에

는 전시물이나 소장품 등을 정기적으로 교환하여 전

시하며, 기획 전시는 목적, 주제, 전시물 등의 내용으

로 기획된 다양한 형태로 전시된다. 마지막으로 특별 

전시는 기획 전시보다는 횟수가 적은 새로운 전시물

이나 기증 유물전 등 특별전이 이에 해당한다(Moon & 
Lee, 2008).

패션 전시는 특정 공간 안에서 패션 오브제, 전시 

공간, 메시지를 통해 스토리를 구축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디자이너 혹은 패션하우스가 관람자 

또는 고객들과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도구이며, 전
시 디자인은 소통을 위한 시각적 커뮤니케이션 방법 

중 하나이다(Jang & Yang, 2011). 패션 전시의 오브

제들은 대개 의상과 같은 전시물을 착용한 마네킨과 

패션 모델들을 통해 연출된다. 또한 전시 공간의 디스

플레이를 비롯한 전체적인 전시 디자인은 전시를 구

성, 제시하는 방법과 순서에 따라 고객 또는 관객과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한다(Hahn, 2012). 여

기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은 패션 전시를 전시물과 

관람자 사이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해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패션 전시는 

단순히 옷을 보여주는 이벤트로서의 의미를 넘어서 

특정 메시지가 설치 오브제와 공간과 어우러져 관람

객들에게 전달되고 소통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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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패션 전시는 잠재적인 고객과 소통 창구가 

되는 점에서 마케팅의 도구가 되기도 하며(Jung & 
Ha, 2016), 최근에는 사회문화적 또는 미학적 함의를 

담고, 개념예술에서 표방하는 철학적인 메시지를 전

달하기도 한다. 종합해 보면, 패션 전시는 공간 안에

서 특정 의도나 철학 등을 담은 메시지를 패션 오브제 

연출을 통해 전달하고, 보는 이는 그 메시지로 하여금 

브랜드나 디자이너 또는 패션 전시 자체와의 커뮤니

케이션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패션 전시의 유형은 주제별, 장소별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주제별 전시는 디자이너 혹은 유명인을 기리

는 회고 전시, 패션현상이나 특정 주제 및 콘셉에 주

목한 주제 전시로 나눌 수 있으며, 장소별 전시는 국

가와 도시를 이동하며 전시하는 순회 전시, 자체박물

관을 활용하는 패션하우스 전시로 나눌 수 있다(Park 
& Ham, 2014).

2. Concept and types of fashion curation

큐레이션이라는 용어는 과거에 주로 박물관 전시

나 도서관의 도서배치 등 공간을 기획하는 업무를 지

칭하였다. 현재에 이르러서는 그 의미가 디지털 이미

지, 웹링크, 영화 파일을 편집하는 것까지 포함하며, 
특히 소셜 미디어와 상호작용하면서 적용되기 시작

하였다(“Digital Curation”, 2018). 큐레이션의 유형은 

디지털 큐레이션, 데이터 큐레이션, 소셜 큐레이션, 
콘텐츠 큐레이션으로 분류할 수 있다(Table 2; Im, 
Chang, Choe, & Ock, 2016). 디지털 큐레이션은 디

지털 시대의 다양한 기관들이 제공해야 할 새로운 디

지털 정보 서비스로(Kim, 2015), 디지털 자원을 수

집, 유지, 영구보존, 제공 등을 위한 아카이빙 활동으

로 이러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하는 

것이다(Digital Curation Center, n.d.). 소셜 큐레이션

은 이미 존재하는 막대한 양의 온라인 콘텐츠를 주제

<Table 1> Types of exhibition

Category Type Concept

Characteristics of 
information

Theme exhibition Exhibition that provides information based on the theme of the exhibition 

Education exhibition Exhibition that delivers the intention of exhibition curation through the 
combination of information and exhibits 

Spatiality
Museum, gallery, 
or exhibition hall Exhibition held in museums, gallery, or exhibition hall

Non-exhibition space Exhibition held in non-exhibition space 

Temporality

Permanent exhibition Exhibition held permanently or for a long time with a collection of a 
museum/gallery 

Temporary exhibition Exhibition held for a short time with traveling exhibits

Special exhibition Exhibition with the characteristics of event such as exhibits that have 
never been shown or new relics

Adapted from Moon & Lee. (2008). p. 112.

<Table 2> Types of curation

Digital curation New digital information services activities to be available by various agencies in the digital age

Data curation The activity of generating and managing data information as metadata

Social curation The activity of reorganizing information based on filtering on the theme of online content and 
providing the content you want

Contents curation The activity of classifying and classifying content into specific themes or interests

Adapted from Im et al. (2016). p.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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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맞게 효율적으로 필터링하고, 재정립할 수 있는 

도구로, 전문성과 통찰력을 활용한 필터링을 기반으

로 정보를 재구성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제

공한다(Lee, 2013). 마지막으로 콘텐츠 큐레이션은 

매우 다양한 정보로 이루어진 콘텐츠를 특정한 주제

나 관심사에 따라 수집하고 분류하며 구성하는 일련

의 과정을 의미한다. 콘텐츠 큐레이션은 디지털화된 

콘텐츠를 통해 기존에는 분류되고 재구성되기 힘들

었던 정보들을 처리하고, 정보 이용의 목적에 맞게 

제공해 분석하는 방법으로도 볼 수 있다(Choi, 2015). 
텍스트, 이미지, 영상, 음악 등 종류의 데이터가 ‘콘텐

츠’라는 용어로 수렴되는 현재, 콘텐츠 큐레이션이 

가장 포괄적으로 큐레이션을 대표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Im et al., 2016).
이렇듯 큐레이션의 개념의 변화에 따라 패션 큐레

이션의 개념도 변화하였다. 과거의 패션 큐레이션은 

박물관이나 갤러리가 소장한 작품을 정해진 전시 진

열 및 연출 규정에 맞게 전시를 기획하는 분야를 지칭

했다면, 현재의 패션 큐레이션은 보여주고자 하는 메

시지를 오브제의 연출 방법을 기반으로 관람자와의 

생각, 가치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기획하

는 것으로 변화하였다(Table 3). 따라서 패션 큐레이

션은 여러 학문적 리서치들을 바탕으로 관람자가 전

시된 의상 작품을 단순히 감상하는 것을 넘어서 관람

자 자신의 생각이나 가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Ma, 2018). 패션 큐레이션의 개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대표적인 예로 영국 UAL 산하의 패션 

큐레이션 연구소(Centre for Fashion Curation)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소는 주디스 클락 디렉터를 중심으로 

관련 전공 교수 및 연구진들과 함께 해외 대학이나 전

시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다양한 패션 전시 프로젝트

를 진행하면서, 패션 전시 큐레이션에 대한 연구를 활

발히 실행하고 있다.

Ⅲ. An Analysis of 

the Exhibition Case of Judith Clark

1. Judith Clark

주디스 클락(Judith Clark)은 영국 런던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패션 큐레이터이자 패션 전시 제작자이다. 
Bartlett(UCL)과 건축협회(Architectural Association), 
Warburg Insitute에서 건축학을 전공한 후, 1997년부

터 2003년까지 런던에 위치한 Judith Clark Costume 
Gallery에서 21회의 패션 전시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해외 주요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패션 전시를 기획 및 

진행하였다. 클락은 현재 UAL의 London College of 
Fashion에서 박물관학과 패션 큐레이션 전공 교수 및 

IUAV, Bennis의 문화예술학과 객원 교수로 재직 중

이며, 2014년부터 Centre for Fashion Curation 디렉터

로 활동하고 있다(Judith Clark Studio, n.d.a). 그녀는 

건축을 공부할 때부터 어느 장소에 가든지 그곳에서 

받은 영감, 느낌, 분위기 등에서 얻는 아이디어를 놓

치지 않기 위해 스케치북과 줄자를 가지고 다닌다고 

하였다(Jeon, 2016). 예를 들어 어느 한 건물에 방문하

면 벽과 천장, 바닥의 재질, 그리고 거기에서 얻는 느

낌 등을 기록하여, 전시 기획 단계에서 필요한 익스테

리어 및 인테리어 구성 및 소재 등의 아이디어를 얻기 

위함이다. 클락은 이 단계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바탕

으로 전시 기획을 위한 러프 스케치 또한 직접 손으로 

구상, 기록한다(Fig. 1 and 2).

<Table 3> Past and present concepts of curation and fashion curation

Sortation Past Present

Curation A space project in which a museum is 
exhibited or a library is arranged

Plan the process of analyzing and delivering the 
information you need for your digital, data, social, 
content, etc.

Fashion curation

Designed to meet the requirements of 
exhibition shows and performances that 
define works owned by museums and 
galleries.

Based on the concept and the direction of the 
production of the work with the message, object and 
space, a plan to create a space where visitors can share 
their thoughts, values, etc.

Adapted from Ma. (2018). pp. 6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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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ypes of Clark’s exhibitions

본 연구는 클락의 전시 사례를 이론적 고찰에서 패

션 전시의 개념을 바탕으로 유형을 분석해 봤을 때, 
<Table 4>와 같이 회고 전시, 주제 전시, 재현 전시 유

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Retrospective exhibition

앞서 Ⅱ.1절에서 기술하였듯이, 회고 전시는 대표

적으로 Anna Piaggi: Fashion-ology(2006), Simonetta: 
La Prima Donna Della Moda Italiana(2008) 등 총 4개

의 전시사례에 나타났다. Anna Piaggi: Fashion-ology 
(2006)는 Anna Piaggi의 패션을 도면, 사진, 스토리 

보드, 드로잉, 잡지 및 단편 영화 등으로 문서화하고 

시각화하는 상상력(Karim, 2006)을 연출하려 하였다. 
Cristóbal Balenciaga Fashion and Heritage-conversations 
(2018) 전시는 Balenciaga가 연구를 통해 얻은 개념으

로 미학적인 이상을 만들어내기까지의 과정에서 나타

나는 디자인 철학과 이에 나타난 작품성과 예술성을 

중심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발렌시아가 작품을 회

고하는 큐레이션(Cristóbal Balenciaga Museoa, 2018)
을 기획하였다.

2) Theme exhibition

특정 주제나 콘셉에 메시지를 담아 의미를 전달하

려는 작업을 나타내는 주제 전시가 나타났다. 대표적

으로 Spectres: When Fashion Turns Back(2004), 
Carapace: Dai Rees(2006), The Concise Dictionary of 
Dress(2010) 등 총 11개의 전시사례에 나타났다. 먼

저, The Concise Dictionary of Dress(2010)의 전시에

서는 11개의 단어로 드레스를 정의하고 각 단어에 맞

도록 큐레이션하였다(Petrov, 2012). 예를 들어, ‘구성

주의자’라는 단어를 표현하기 위해 유리 케이스 안의 

마네킨은 머슬린 가운을 입고, 그 뒤에는 복사된 패턴

이 묘사되어, 그 단어의 의미를 설명 및 특정 콘셉을 

전달하였다. Washed Up(2011)의 전시에서는 프로젝

트 오션(Project Ocean) 캠페인의 일부로 멸종위기의 

산호 껍질들로 이루어진 길을 따라 알렉산더 맥퀸

(Alexander McQueen)과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가 바다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한 의상들

을 전시하였다. 전시에서는 죽은 산호들을 오브제로 

사용하여 연출하였는데, 이는 휴가에서 가져오거나 

밀수한 사람들로부터 압수되어진 것이다(Alter, 2011). 
이는 환경보호 메시지를 죽은 산호를 오브제로 전달

하려는 사례라 볼 수 있다.

3) Representation exhibition

특정 시대를 재현하여 보여주고자 하는 재현 전시가 
The Art-of Fashion-Installing Allusions(2010), Carnaby 
Street 1960-2010(2010) 등 총 8개의 전시사례에 나

타났다. Carnaby Street 1960-2010(2010)은 런던의 

Carnaby Street의 5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로 1960년

대의 런던의 38 Carnaby Street를 그대로 재현하였다. 
1960년대에 초점을 맞춰 그 역사를 배경으로 잡지, 
비닐 레코드 등으로 작업한 콜라주들과 60년대 사진

작가 필립 타운센드(Philip Townsend)의 이미지를 이

용해 시대에 대한 정보(Weiss, 2010)를 재현하였다. 
Britannica 1951-1953(2012)에서는 모자 디자이너 스

티븐 존스(Stephen Jones)와 협업하여 1950년대 스타

<Fig. 1> Clark’s exhibition rough sketch 1
From Simonehandbagmuseum. (2018). https://piktag.net

<Fig. 2> Clark’s exhibition rough sketch 2
From Luu. (2012). http://www.fashiontrends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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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동시대인들이 착용했던 모자를 통해 재해석하여 

보여주었다.

3. Characteristics of Clark’s exhibition style

앞서 Ⅱ.1절에서 기술한 전시의 구성요소 중 오브

제와 공간 측면에서 본 전시사례의 연출방식의 특징

과 클락 전시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을 연출방식의 한 특징으로 도출하였다(Table 5).
첫째, 클락의 대부분의 전시에서 전시하는 의상과 

함께 관련 회화, 조각, 설치 등의 예술작품이나 사진, 
문서 등의 각종 오브제들을 활용한 연출을 선보인 것

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로, Spectres: When 
Fashion Turns Back(2004) 전시에서는 회전목마 톱니

의 형태를 가진 장치를 사용하여 현대의 패션이 과거

의 패션과 마치 톱니처럼 맞물려 영향을 받으며 밀접

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표현하고자 하였다(Fig. 3). 그
리고 Carapace: Dai Rees(2006) 전시에서 정육점 테이

블을 모방한 테이블을 함께 연출함으로써 전시의 시

각적 효과를 극대화하였다(Fig. 4). 특히, 클락이 전시 

연출시 중요시하거나 생각하는 오브제는 단연 마네킨

이라 할 수 있다. 매 전시마다 표현하고자 하는 시대에 
맞는 인체 실루엣을 재현한 마네킨이나 컨셉에 맞는 

마네킨을 제작하였다. The Judgment of Paris(2011)에
서 클락은 마네킨을 사용하여 스토리 또는 기록을 재구

성하고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Fashion Space 
Gallery, 2011). 아테나, 헤라, 아프로디테 등 그리스 

<Table 4> Categorization by the types of Clark’s exhibitions

Type Contents and exhibition case

Retrospective exhibition

∙ Retrospective exhibition of work to reflect the design philosophy, artistry, and work-
manship of a costume or designer

 - Anna Piaggi: Fashion-ology (2006)
 - Simonetta: La Prima Donna Della Moda Italiana (2008)
 - Diana Vreeland After Diana Vreeland (2012)
 - Cristóbal Balenciaga Fashion and Heritage-conversations (2018)

Theme exhibition

∙ Theme exhibition that shows the work of trying to convey a message to an audience 
on a particular topic or concept

 - Spectres: When Fashion Turns Back (2004)
 - Carapace: Dai Rees (2006)
 - The Concise Dictionary of Dress (2010)
 - Washed Up (2011)
 - The Judgment of Paris (2011)
 - Simone Handbag Museum (2012)
 - Chloé. Attitudes (2013)
 - Appearances Can Be Deceiving: The Dresses of Frida Kahlo (2013)
 - La Galerie Louis Vuitton (2015/2016)
 - The Vulgar (2016/2017)
 - Femininities-Guy Bourdin (2017)

Representation exhibition

∙ Reenactment exhibition that represents the purpose of recreating the times

 - Alchemy: Contemporary Jewellery From Britain (2007)
 - Jaeger 125 (2009)
 - The Art-of Fashion-Installing Allusions (2010)
 - Carnaby Street 1960-2010 (2010)
 - Shoes (2011)
 - Britannica 1951-1953 (2012)
 - Fashion Project-01-02-03-04 (2014)
 - Chloé Girls-The Anthology A-Z (2017)

Adapted from Judith Clark Studio. (n.d.b). http://judithclarkcostum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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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characteristics of Clark’s exhibition style

Characteristics Contents and exhibition case

Utilization of a 
variety of objects

∙ Use of various objects such as costumes and related artworks, photographs, documents, etc
 - Anna Piaggi: Fashion-ology (2006) 
 - Alchemy: Contemporary Jewellery From Britain (2007) 
 - Carnaby Street 1960-2010 (2010) 
 - The Judgment of Paris (2011)
 - Shoes (2011) 
 - Britannica 1951-1953 (2012) 
 - Diana Vreeland After Diana Vreeland (2012)
 - Simone Handbag Museum (2012)
 - Femminities-Guy Bourdin (2017)
 - Cristóbal Balenciaga Fashion and Heritage-conversations (2018)

<Fig. 3> Spectres: When Fashion 
Turns Back (2005).

From Victoria and Albert Museum. 
(2005). http://www.vam.ac.uk

<Fig. 4> Carapace: Dai Rees 
(2006).

From Dia & Judith. (2006). 
http://ualresearchonline.arts.ac.uk

<Fig. 5> The Judgment of Paris (2011).
From Taylor-Davies Design. (2011). 
https://www.taylordaviesdesign.co.uk

<Fig. 6> The Judgment of Paris (2011).
From Taylor-Davies Design. (2011). 
https://www.taylordaviesdesign.co.uk

Diversification of 
the flow-path through 

space division 

∙ Divide exhibition space into different spaces, differentiating concepts and messages from one 
space

 - Spectres: When Fashion Turns Back (2005) 
 - Simonetta: La Prima Donna Della Moda Italiana (2008)
 - The Art-of Fashion-Installing Allusion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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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ntinued

Characteristics Contents and exhibition case

Diversification of 
the flow-path 
through space 

division

 - Washed Up (2011) 
 - Simone Handbag Museum (2012) 
 - Chloé. Attitudes (2013)
 - Fashion Project-01-02-03-04 (2014) 
 - La Galerie Louis Vuitton (2015/2016)
 - Chloé Girls-The Anthology A-Z (2017) 
 - Cristóbal Balenciaga Fashion and Heritage-conversations (2018)

<Fig. 7> Anna Piaggi: Fashion-ology (2006).
From Judith Clark Studio. (2006). 

https://judithclarkcostume.com

<Fig. 8> Anna Piaggi: Fashion-ology (2006).
From Judith Clark Studio. (2006). 

https://judithclarkcostume.com

<Fig. 9> Chloé. Attitudes (2013).
From Angelo Seminara. (n.d.a). 

http://angeloseminara.com

<Fig. 10> La Galerie Louis Vuitton (2015/2016).
From Paron. (2015). http://buyerandbrand.com.br

<Fig. 11> La Galerie Louis Vuitton (2015/2016).
From Paron. (2015). 

http://buyerandbrand.com.br

<Fig. 12> Femminities-Guy Bourdin (2017).
From Judith Clark Studio. (2017). 

https://judithclarkcostum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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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의 현대적 표현을 위한 마네킨 연출이나 머리가 

없는 마네킨 또는 중성 마네킨의 유행에 맞서기 위해 

흉상 마네킨만을 사용하여 연출하였다(Fig. 5 and 6). 

이처럼 클락은 다양한 오브제 활용을 통해 연출하고

자 하는 전시 주제나 컨셉, 또는 분위기를 최대로 구

현하고자 한 것을 엿볼 수 있다.

<Table 5> Continued

Characteristics Contents and exhibition case

Collaborations with 
various fields or 

experts

∙ Collaboration with experts in various fields, such as psychoanalyst, curator, hair artist, etc
 - Spectres: When Fashion Turns Back (2005) 
 - Carapace: Dai Rees (2006) 
 - Alchemy: Contemporary Jewellery From Britain (2007) 
 - Simonetta: La Prima Donna Della Moda Italiana (2008)
 - Jaeger 125 (2009)
 - Carnaby Street 1960-2010 (2010)
 - The Art-of Fashion-Installing Allusions (2010)
 - Britannica 1951-1953 (2012) 
 - Simone Handbag Museum (2012) 
 - Appearances Can Be Deceiving: The Dresses of Frida Kahlo (2013)
 - Chloé. Attitudes (2013) 
 - La Galerie Louis Vuitton (2015/2016) 
 - Femminities-Guy Bourdin (2017)

<Fig. 13> The Concise Dictionary of Dress 
(2010).

From Judith Clark Studio. (2010). 
https://judithclarkcostume.com

<Fig. 14> Diana Vreeland After Diana 
Vreeland (2012).

From Judith Clark Studio. (2012). 
https://judithclarkcostume.com

<Fig. 15> Simone Handbag Museum (2012).
From Angelo Seminara. (n.d.b). 

http://angeloseminar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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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클락의 전시 중 10개 전시에서 전시 공간을 

또 다른 공간들로 분할하거나, 여러 공간을 다른 의미

의 공간으로 나누어 연출하였다. Anna Piaggi: Fashion- 
ology(2006)에서는 안나 피아지의 일생을 시간 순으

로 13개의 문장으로 나누어 각 문장마다 분할된 다른 

공간에 디자이너의 가치관과 철학을 담아 전시하였다

(Fig. 7 and 8). 그리고 Chloé. Attitudes(2013)에서는 

현대 여성의 개념을 60여 년 역사에서 나타나는 연대

기를 기준으로 전시공간을 나누었다. 또한 Chloé의 

시그니처 금속 케이스를 배열하여 그래픽, 게임 등의 

주제별 메시지를 넓은 복도에 주제별 공간 분할로 연

출하였다(Fig. 9). La Galerie Louis Vuitton(2015/2016)

에서는 클락이 파테키(Pateki)라는 일종의 퍼즐게

임에서 영감을 받아 전시 공간을 분할했고, 입출구

가 여러 곳으로 통해 있어 관람객의 동선이 자유롭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Fig. 10 and 11). 

Femminities-Guy Bourdin(2017)에서는 집안이라는 한

정적 전시 공간을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피팅룸, 쇼
룸, 전시장, 이벤트 공간 등으로 나누어 전시를 기획

하였다(Fig. 12). 따라서 클락의 전시는 공간을 분할하

여 관람자의 동선을 다양하게 만듦에 따라 전시 공간

의 경험을 보다 입체적으로 조성하도록 한 것으로 보

인다.
셋째, 클락의 13개의 전시에서 정신분석학자, 큐레

이터, 헤어아티스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의 협

업을 통해 전시를 기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로 The Concise Dictionary of Dress(2010)에서 

정신 분석학자 아담 필립스(Adam Phillips)가 드레스

에 대해 11가지로 정의한 용어를 바탕으로 전시를 연

출하였다(Fig. 13). 그리고 Diana Vreeland After Diana 
Vreeland(2012)에서는 큐레이터 마리아(Maria Luisa 
Frisa)와 공동으로 기획하여 Diana Vreeland의 일생을 

35개의 마네킨에 투영하여 연출하였다(Fig. 14). Simone 
Handbag Museum(2012)전시는 국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이자 헤어아티스트인 안젤로 세미나라(Angelo 
Seminara)가 디자인한 다양한 형태의 헤어를 마네킨

의 헤드에 씌워 전시를 연출하였다. 핸드백을 든 평범

한 마네킨이 아닌 핸드백을 든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

고자 한 전시 의도를 잘 보여 준 협업이다(Fig. 15). 
이렇듯 클락은 패션 전시 연출에 있어서 시각적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보는 이에게 전달하고, 자신의 기획

의도를 최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문가들과 

협업을 하였다.

Ⅳ. Conclusion

패션 큐레이션은 패션 작품을 정해놓은 콘셉이나 

연출 방법에 따라 관람자와의 생각, 가치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조성을 기획하는 목적을 가지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패션 전시를 기획 및 제

작, 설치를 하는 패션 큐레이터 주디스 클락의 전시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연출 방식의 특징과 패션 큐레

이션의 방향을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클락은 전시에

서 전시하는 의상과 함께 관련 회화, 조각, 설치 등의 

예술작품이나 사진, 문서 등의 각종 오브제를 활용하

고, 전시 공간을 또 다른 공간들로 분할하거나, 여러 

공간을 다른 의미의 공간으로 나누어 연출하여 공간 

분할을 통한 동선의 다양화로 전시를 보다 입체적으

로 조성하였다. 또 정신분석학자, 큐레이터, 헤어아티

스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의 다양한 협업으로 

시각적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보는 이에게 전달하고, 
자신의 기획의도를 최적으로 전달하고자 하였다. 이

렇게 클락의 전시에는 세 가지의 연출방식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연출방식의 특징에 따라 시

대 재현 기반 큐레이션, 스토리텔링 기반 큐레이션, 
탈경계성 기반 큐레이션 방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 클락의 전시 큐레이션 방향으로 복식사 

또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여 인체 및 당시의 시대 재

현을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시하는 

의상이 제작되거나 착용되던 해당 시대의 상황을 사

실적으로 재현하여 관람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

하고, 당시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에 의미가 있다. 
특히 클락은 마네킨 제작자와 자주 협업하여 전시에

서 표현하고자 하는 시대 당시에 이상적으로 여겼던 

인체 실루엣에 의상을 입혀서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 

밖에도, 심리학자와 역사학자 등과 협업하여 학술적

으로 분석하는 등 역시 클락의 시대의 재현에 대한 세

심한 면모를 살펴볼 수 있다. 둘째, 클락은 관람객과

의 소통을 위한 도구로 스토리텔링 콘셉을 활용하였

다. 스토리텔링은 단순히 이야기한다는 의미 외에 시

각, 촉각, 후각 등 다른 감각을 포함하며, 상황의 공유

와 그에 따른 상호작용의 의미를 지니며, 가치 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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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적으로 전달하는 소통도구이다(Lee, 2014). 클락

의 전시는 다양한 오브제 활용과 콘셉에 맞는 공간 조

성 등을 통해 전시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이야기를 공

간 안에 펼쳐 관람객의 상상력을 증폭시키고 감각적, 
정서적 체험을 극대화시킨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관람객과 전시와의 커뮤니케이션을 더욱 역동적으로 

만들어 주는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창작

과정에서의 탈경계성은 비주얼의 복합적 표현, 다양

한 분야와의 열린 공동작업, 창작과정의 개방성과 참

여성에서 나타난다(Kim, 2013). 클락의 전시에서는 

다양한 오브제의 제작과 사용을 통해 비주얼의 복합

적 표현이 나타났으며, 정신분석학자, 큐레이터, 마네

킨 제작자 등 다양한 분야와의 전문가들과의 열린 공

동작업으로 패션 전시 및 연출 형식의 경계를 두지 않

았다. 또한 동선의 다양화를 통한 연출에서도 관람자

와의 경계를 두지 않고, 동선을 다양하게 만드는 등 

보다 자율적인 관람 경험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전시 

기획 및 연출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고, 복합적인 방법

과 과정의 개방성에서 탈경계성을 보여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클락의 패션 전시 큐레이션 방향에 따라 국

내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 사실을 재현하는 공

간, 관람객과의 소통의 공간, 여러 분야들의 복합적 

연출 공간으로서의 패션 전시들의 새로운 시도를 지

향한다.
국내 패션 전시들은 대부분 해외 유명 패션하우스

들의 순회전시에 집중되어 있어 아직 클락과 같은 전

문 패션 큐레이터나 패션 전시를 전문적으로 기획하

는 인물이 없다. 앞으로 국내에 여러 패션 전시들이 

활발히 개최되기 위해서는 패션 전시 관련 연구나 프

로젝트를 전문적으로 연구, 기획하고 실행될 수 있도

록 기업과 정부, 또는 교육기관으로부터 다양한 형식

의 프로젝트를 통한 패션 전시분야에 관한 관심과 지

원이 절실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가 주디스 클락의 

전시 사례를 분석해 도출해 낸 패션 전시 큐레이션 방

향을 통해 패션 전시의 연구 및 실행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초적, 선행적 자료로 역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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