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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and meaning of
collaboration with artists who have been with Louis Vuitton, focusing on bags,
which are representative products of the luxury Louis Vuitton brand, -The
research method was literature research and case studies. The theoretical study
was based on previous studies and literature examine the concept and type in
collaboration and to examine the trend in fashion and art collaboration. The
case study was conducted after 2000 by collecting collaborative works between
Louis Vuitton and artists based on their homepage, fashion information, and
collection sites. Five artists and six artists(Sam Falls, Urs Fischer, Nicholas Hlobo,
Alex Israel, Tschabalala Self and Jonas Wood), including Stephen Sprouse,
Richard Prince, Takashi Murakami, Kusama Yayoi, and Jeff Koons, were
analyzed for the art collaboration cases and contents that were conducted
mainly on bags. This study found the following collaboration characteristics:
first, classic image innovation: fun and lightness; second, deviating from the
boundaries of fashion bags: the art of life, and third, building high-end luxury
brand differentiation: scarcity and the introduction of authorism. It is expected
that the basic data will be presented in the study of art collaboration design of
fashion bags as well as academic data on the differentiation of luxury brands
and the artisticization of product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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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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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그리고 아트 콜라보레이션을 하나의 패션 마케팅으
로 이해하고 이를 분석한 연구(Jang, 2006) 등이 진행되어

서로 다른 분야와의 ‘협업’, ‘협력’을 의미하는 콜라보레이션

왔다. 또한 루이 비통에 관한 연구도 비교적 많이 연구되었

(collaboration) 개념은 보다 다양해지고 산업 전반에 걸쳐

는데 루이 비통의 디자인에서 나타난 콜라보레이션을 디자

확산되고

콜라보레이션(art

인 연구의 시각에서 살펴보거나(Kim, 2009; Oh & Ra,

collaboration)은 패션, 기업경영, 마케팅, 헤어디자인, 상품

2012)과 루이 비통의 아트콜라보레이션의 디자인 조형성이

디자인, 광고 커뮤니케이션 등 문화와 예술분야 뿐 아니라

나 미적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Gaang & Choi, 2015;

산업 전(全)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Ki, 2018).

Jang, 2009; Jang & Cho, 2008; Kim, Jun, & Kim,

소비자들은 삶의 질이 향상될수록 문화와 예술에 대한 높은

2014), 그리고 역시 패션 마케팅 측면, 브랜드 융합과 연관

관심을 보이게 된다. 소비자의 소비패턴과 가치가 품질이

된 사례연구 등 루이비통의 아트 콜라보레이션을 해석하여

아닌 품격으로 변형되면서 아트 콜라보레이션이 부각되고

분석한 연구(Choi & Yun, 2018; Seo & Kim, 2014)가 있

있다(Yoon, 2014). 특히 미술과 상품의 결합은 기존 브랜드

었다.

있는

추세이다.

특히

아트

의 이미지를 바꾸어 주며 브랜드 이미지를 변화시켜 브랜드

그러나 콜라보레이션의 디자인과 미적 특성 그리고 패션

수준을 올릴 수 있다. 기업은 아티스트가 지닌 예술적 창의

마케팅 차원에서의 혁신성에 대한 연구로 의미 있게 수행되

성과 개성을 브랜드에 접목시켜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데

고 있지만 루이 비통의 아트 콜라보레이션의 사례를 아티스

활용하고 있고, 콜라보레이션을 통한 브랜드와 예술의 시너

트별로 분류 조사하고 각 아티스트와의 아트 콜라보레이션

지 효과로 인해 브랜드는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된다(Yoo,

특징과 의미를 제시하거나 하나의 문화현상으로서 파악한

2017). 특히 패션브랜드처럼 시각적 효과가 큰 가치를 지닌

연구는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기본으로 그 동안 럭셔리

경우에는 이러한 아트 콜라보레이션의 효과는 클 것으로 본
다.

브랜드 루이 비통의 대표적인 상품인 가방을 중심으로 진행

1854년 설립이후 현재까지 가방, 의류, 주얼리 등 하이엔

되었던 아티스트들과의 콜라보레이션 사례를 각각 살펴보고

드 패션 브랜드로써 입지를 지키고 있는 루이 비통(Louis

그 개별적 콜라보레이션의 외적 특징과 아트 콜라보레이션

Vuitton)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아티스트들과 아트

의 의미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럭셔리 브랜드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다.

의 차별화 고급화와 상품의 예술화에 대한 학문적 자료 뿐

국내에서 아트 콜라보레이션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아트 콜라보레이션에 관해서는 교육적인 측

아니라 패션 가방의 아트 콜라보레이션 디자인 연구에 기초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면에서 접근한 연구(An & Huh, 2019), 상품기획 및 제품

연구방법은 문헌 연구와 사례를 통한 내용분석을 진행하

개발의 영역에서 설펴 본 연구(Yoo, 2017; Sun, Xue, &

였다. 먼저 이론적 고찰은 선행연구와 문헌을 토대로 콜라보

Lee, 2019), 그리고 도자기분야에서 예술과 콜라보레이션을

레이션의 개념 및 유형을 살펴보고, 패션과 아트 콜라보레이

탐구(Woo & Lee, 2018)하거나, 마케팅의 새로운 방법으로

션의 경향을 살펴보았다. 사례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서의 사례와 관련된 접근(Park & Hwang, 2015), 화장품

패션 콜라보레이션이 급증한 2000년 이후 Yang(2013)을 기

및 메이크업 분야에서의 적용을 논의(Jung, 2015; Lee,

준으로 2000년 이후 루이 비통과 아티스트간의 콜라보레이

2015; Hou & Kim, 2019) 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션 작품을 자사 홈페이지와 패션 정보, 컬렉션 사이트 등을

의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패션 분야에서는 아트 콜라보레

중심으로 수집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았다. 검색 기간은

이션의 유형에 대한 연구(Eom & Choi, 2012; Park &

2019년 6월~2019년 12월까지였다. 선정된 콜라보레이션 아

Cho, 2014; Lee, 2016)가 주로 많이 연구되어 왔으며, 상품

트

디자인의 새로운 방안으로서 제안과 시도를 연구하거나(Lee

1953~2004)와 리처드 프린스(Richard Prince), 무라카미 다

& Kang, 2017; Kim, 2014), 예술작가 중심의 그리고 현대

카시(Takashi Murakami, 일본, 1962~ ), 쿠사마 야요이

미술과 패션과의 협업에 대한 연구(Ki, 2018; Lim, 2013),

(Kusama Yayoi, 일본, 1929~ ), 제프 쿤스(Jeff Koons, 미

국내외 패션 브랜드의 아트 콜라보레이션 사례 분석연구

국, 1955년 ~ ), 그리고 6인의 아티스트 그룹(샘 폴스(Sam

(Moon, 2010)와 우리나라 전통적인 이미지를 패션과 콜라

Falls), 우르스 피셔(Urs Fischer), 니콜라스 로보(Nicholas

보레이션하여 진행된 사례를 분석한 연구(Cha & Nah,

Hlobo),

작가는

스테판

알렉스

스프라우스(Stephen

이스라엘(Alex

Israel),

Sprouse,

미국,

샤발랄라 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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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chabalala Self), 조나스 우드(Jonas Wood))였다. 이들과

유형과 패션산업과 타 분야 간에 이루어지는 이종업계 콜라

의 콜라보레이션 작품 총 98점을 수집하였고 이 중 최종적

보레이션으로 구분하였다. 현재 패션산업에서의 콜라보레이

으로 자료의 미비한 것을 제외하고 패션 가방 61점을 대상

션은 점차 패션 산업 내의 동종업체간 그리고 유통업체 중

하였다. 내용분석은 각 아티스트별로 구분한 후 아티스트의

심의 콜라보레이션에서 점차 아티스트와 기업 간의 아트 콜

작품 성향, 루이 비통과의 협업 형태를 기술하고, 아트 콜라

라보레이션으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Rhee & Kim, 2009)이

보레이션 가방 디자인의 내용(LV로고, 패턴, 디자인 적용)과

며, 최근 패션분야의 콜라보레이션은 아티스트와의 협업과

판매유형 등을 기준으로 내용 분석을 하여 각 특징을 밝혀

예술문화의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

내고 결과를 해석하여 의미를 살펴보았다.

타난다(Park & Cho, 2014). 즉 패션 브랜드와 아티스트 콜
라보레이션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콜라보레이션 사례 중

II. 이론적 고찰

가장 보편화된 유형(Lee, 2016)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패션분야에서의 아트 콜라보레이션은 예술가의 작품

1. 패션 분야의 콜라보레이션의 개념과 유형

의 직접적인 적용이나 작품을 통한 영감(inspiration)을 패션
브랜드 제품의 디자인에 도입하거나 생산에 적용시키는 작

콜라보레이션이란 옥스퍼드 사전에 의하면 사람과 사람, 사

업 자체를 넘어 기획, 디자인 제작, 판매, 홍보 등 모든 기

람과 사물, 사람과 기업 간의 ‘공동 작업’, ‘공동작업물’, ‘협

획, 생산, 영업 활동의 브랜드 가치 형성에 아티스트의 참여

력’ 등을 뜻한다(www. oxfordlearnersdictionaries.com). 콜

와 역할이 확대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라보레이션을 주도하는 콜라보레이터(collaborator)와 콜라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차별화 고급화하는 예술의 이미지를

레이션의 파트너인 콜라보레이티(collaboratee)가 함께 일정

브랜드에 결합시킬 수 있는 아트 콜라보레이션은 패션 분야

기간 동안을 협업하여 각각의 핵심 역량을 강화시킴은 물론

에서 현재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콜라보레이션의 대

제품 및 브랜드의 품질은 물론 부가가치를 획득하기 위한

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것이라고 할 수 있다(Kim, 2012). 콜라보레이션의 정의와
유형에 대해서 Kan(2008)은 콜라보레이션이란 전략적 제휴

2. 럭셔리 패션브랜드의 아트 콜라보레이션 동향

의 한 형태로 패션 업체의 상호보완관계에 있는 둘 또는 그
이상의 파트너가 공동의 목표아래 기술, 마케팅 그리고 문화

패션에 있어서 아트 콜라보레이션의 시작은 1965년 프랑스

적 특성 등과 같은 핵심역량을 공유하며 새로운 창조를 이

에서 이브 생 로랑(Yves Saint Laurent)이 선보인 몬드리안

루어내는 협업관계라고 정의 하였고, 콜라보레이션의 분류는

(Mondrian) 원피스(Figure 1) 부터라 알려져 있다(Choi &

크게 동종업계의 콜라보레이션과 이종업계의 콜라보레이션

Yun 2008: Gaang & Choi, 2015). 이후 비비안 웨스트우

으로 분류하였다. Yang(2013)은 결합 형태에 따라 브랜드와

드(Vivienne

개인, 브랜드와 브랜드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유형을 분류하였

(Figure 2), 베르사체(Versace)의 마릴린 먼로가 프린팅 된

는데, 산업체에서 진행되는 콜래보레이션 유형은 개인과 기

드레스 등 예술을 오트 쿠튀르(Haute Couture) 안으로 끌

업의 제휴, 기업과 기업 간의 제휴로 나누었다. 또한 세분화

어들이려는 시도가 계속되었다(Lee, 2008). 특히 하이엔드

하여 개인과 기업의 협업에서 개인의 분류를 아티스트, 디자

브랜드들은 현대예술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하여 브랜드가

이너, 유명인으로 하였다. 이 중 아티스트와의 콜래보레이션

유지해온 오래된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혁신적인 효과를 이

은 예술의 무형적 가치를 통해서 제품의 이미지를 향상 시

끌어 내고 있다(Kim, 2019). 2019년 인터브랜드가 선정한

키고 소비자에게 감성적 만족감을 충족시키는 결과를 낳을

‘Best Global Brand 100’을 기초로 100대 브랜드 중 럭셔리

수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 되고 있다고 지

패션 브랜드를 중심으로 200년 이후의 아트 콜라보레이션

적하였다(Yang, 2013).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아르마니(Armani)는 2000년 뉴욕의

Westwood)의

와토

가운(Watteau

gown)

한편 Eom and Choi(2012)는 콜라보레이션 유형을 대상

구겐하임 뮤지엄에서 의상 전시를 열었으며(Figure 3), 2006

과 동기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패션브랜드와 패션브랜드, 패

년 스텔라 매카트니(Stella Maccartney)는 제프 쿤스의 작품

션브랜드와 아트, 패션브랜드와 스타의 세 가지를 콜라보레

을 드레스 프린트로 사용하였다(Figure 4).

이션 유형으로 나누었다. Park and Cho(2014)는 패션산업

이태리 명품 브랜드 펜디(Fendi)는 2008년부터 디자인 페

분야의 콜라보레이션 유형 분류를 동종업계의 콜라보레이션

어인 디자인 마이애미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각 나라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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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Yves Saint Laurent Mondrian
Onepiece
(www.fashionarttitude.com)

Figure 5. The Fendi
Baguette Handbag
(www.luxuo.com)

Figure 2.
Watteau Dress
1996
(www.styleroaming.
wordpress.com)

Figure 3. Installation View of
Giorgio Armani at the Solomon R.
Guggenheim Museum, New York
(www.culture24.org.uk)

Figure 6. Jimmy Choo Making Figure 7. Zaha Hadid’s Mobile
Faces with Richard Phillips
Art Pavilion for Chanel
(www.wwd.com)
(www.inhabita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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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Jeff Koons:
Stella McCartney
(www.rudedo.be)

Figure 8. Michael Roberts
for Gucci
(www.cheekmagazine.com)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는 아티스트들을 선정하거

9). 2013년에는 앤디 워홀(Andy Warhol) 시각예술재단과

나 모집하여 아트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해오고 있다(Kim,

‘예술과 기억’이라는 테마의 컬렉션을 콜라보레이션 하여 앤

2016). 특히 10주년과 15주년을 맞이한 바게트 백과 특정일

디 워홀의 ‘Shoes’ 그림을 모티프로 다양한 룩과 액세서리에

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일 콜라보레이션을 아티스트와 함께

장식으로 사용하고, 레이디 디올백과 이브닝 클러치 등에서

진행하기도 하였다(Figure 5). 지미 추(Jimmychoo)는 미국

앤디 워홀의 슈즈 스케치 6가지를 찾아볼 수 있다(Figure

의 유명 팝 아티스트 리차드 필립스(Richard Phillips)와 함

10). 프라다(Prada)는 2018년 S/S 컬렉션에서 대만의 일러

께 아트 핸드백을 발표하였는데, 작가의 사진 이미지를 그대

스트레이터

로 도입하여 디자인하였다(Figure 6).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Collection’ 을 발표하였다(Figure 11). 에르메스(Hermes)는

제작된 이 핸드백은 핸드백 업계에 색다른 마케팅으로 효과

2014년 뉴욕 출신의 작가 조지 콘도(George Condo)와 콜

를 거두었다(Lee, 2008). 또한 2008은 샤넬(Chanel)은 자하

라보레이션을 진행하여 새로운 디자인의 버킨백을 선보였다.

하이디(Zaha Hadid)와 함께 샤넬의 움직이는 전시장 ‘모바

가방 전면을 조지 콘도의 그림으로 채운 4만 달러의 버킨백

일 아트 파빌리온(Chanel Mobil Art Pavilion)을 기획·전시

은 회화 작품과 같은 가치를 가진 패션 상품이 되었다

하였다(Figure 7).

(Figure 12).

제임스

진(James

Jean)과

The

‘Bunny

구찌(Gucci)는 2009년 패션 에디터, 아트 디렉터 등 다양

이처럼 패션분야에서의 아트 콜라보레이션은 1960년대 이

한 활동을 하는 아티스트 마이클 로버트(Michael Robert)와

후 지속되어 최근에는 럭셔리 브랜드와 아티스트들의 콜라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였으며(Figure 8), 2011년 크리스찬

보레이션이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또한 실험정신으로 새롭

디올(Christian

라일레

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의복뿐 아니라 핸드백을 포함한 가

(Anselm Reyle)와 협업하여, 카무플라주와 네온컬러의 믹스

방은 아티스트들의 콜라보레이션 콘텐츠를 그대로 담아내는

매치를 활용한 슬리퍼, 실크 스카프, 토트백을 만들었고, 미

매우 적절한 아이템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아티스트들의 콜라

스 디올 백을 스티치 장식으로 재해석하기도 하였다(Figure

보레이션 콘텐츠는 이제 좀 더 새로운 패션 제품을 넘어 새

Dior)은

독일의

미술가

안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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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Anselm Reyle x Dior
(www.fashionaveandsixth.
wordpress.com)

Figure 10.
Dior 2013 F/W Collection
Dior and Andy Warhol
(www.stylechosun.co.kr)

Figure 11.
Figure 12.
Prada x James Jean for Resort Hermes and George Condo
2018: The “Bunny Collection”
(www.bagaddictsanonymous.com)
(www.hypebeast.com)

로운 예술품으로의 가치를 지닌 소장하는 작품으로 존재하

뉴욕 출신의 아티스트 스테판 스프라우스는 언더그라운드적

고 있다.

인 요소와 실험적인 작업 성향의 작가이다. 2001년 루이 비
통과 스테판 스프라우스는 그래피티 백(Figure 13)을 디자인

Ⅲ. 루이 비통 가방과 아티스트들의 콜라보레이션 사례

콜라보레이션 하였다. 루이 비통은 100년이 넘는 오랜 역사
와 전통에 어울리는 최고급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고객

루이 비통은 아트 콜라보레이션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브

층의 연령대가 높아지는 현상을 타파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랜드 중 하나로 다양한 창조적 교류와 아트 콜라보레이션의

창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스트리트 감성의 대표인 그래피티

역사를 가진다. 1997년 마크 제이콥스(Marc Jacobs)를 크리

아티스트 스테판 스프라우스를 선택하고(Bae, 2013), 아티스

에이티브 디렉터로 영입 한 이후, 아트 콜라보레이션은 활발

트 중심의 협업을 진행하였다. 그래피티 백은 전통을 대변하

히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신상품 시리즈를 출시하여 왔다.

는

본 연구에서는 2000년 이후 활발히 진행된 패션 브랜드들의

Vuitton’ 그라피티 프린트가 특징으로 단기간에 매진을 이루

아트

며 하이엔드 패션시장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Figure 14).

콜라보레이션

louisvuitton.com),

중
패션

루이
매거진

비통

홈페이지

www.

모노그램

캔버스

위에

강렬하고

컬러풀한

‘Louis

사이트(www.fashionbiz.

스프라우스와의 콜라보레이션 특징은 색채와 낙서에 있다.

co.kr, www.noblesse.com, www.luxuo.com, www.spotted

LV로고를 밝은 컬러의 낙서로 새롭게 디자인한 그래피티는

fashion.com), 패션 컬렉션 사이트(www.vogue. com) 등을

키폴, 스피디, 네버풀 등 기존의 루이비통 백에 적용되어 발

통해 콜라보레이션 아티스트들로는 스테판 스프라우스와 리

표되었다. 그래피티 백은 루이 비통전통적인 모노그램의 고

처드 프린스, 무라카미 다카시, 쿠사마 야요이, 제프 쿤스

전적인 이미지를 신선하고 젊은 이미지로 변화시켜 트렌드

그리고 최근에는 독립예술가나 세계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

에 민감한 젊은 세대와 젊어 보이고 싶어 하는 중년층까지

은 그러나 창의적인 6인의 아티스트(샘 폴스, 우르스 피셔,

의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게 하였다.

니콜라스 로보, 알렉스 이스라엘, 샤발랄라 셀프, 조나스 우

스테판 스트라우스의 시도는 브랜드에 예술을 접목시키고,

드) 그룹과의 아트 콜라보레이션 가방을 중심으로 그 사례

낙서하듯이 표현된 작가의 디자인적 감성을 제품에 입혀, 노

와 내용을 살펴보았다. 사례와 내용은 아티스트의 작품 성

후 된 브랜드의 이미지를 쇄신하는데 기여하였다(Figure 13,

향, 루이 비통과의 협업 형태, 아트 콜라보레이션 상품 디자

14) 또한 루이 비통의 변화 없는 모노그램을 작가들의 시각

인(LV로고, 패턴, 가방 디자인 적용)과 판매유형 등을 기준

에서 재해석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으로 내용 분석하였다. 예술가들과의 가방을 매개로한 아트

의미 있다. 2009년 마크 제이콥스는 2004년 사망한 스테판

콜라보레이션의 내용과 그 특징 그리고 의미를 확인하였다.

스프라우스를 기념하며 그래피티백을 한정판으로 제작하였
다. 기존의 그래티피의 색을 형광색으로 바꾸고 디자인은 좀

1. 스테판 스트라우스(Stephen Sprouse)

더 캐쥬얼하고 펑키하게 디자인 하였다(Figure 1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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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Louis Vuitton
Graffiti Luggage 2001
(www.spottedfashion.com)

Figure 17.
Louis Vuitton x Takashi
Murakami 2003
(www.luxuo.com)

Figure 14. Louis Vuitton S/S
2001 Runway
(www.spottedfashion.com)

Figure 15. Louis Vuitton
Graffiti Neverfull Bags 2009
(www.spottedfash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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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Louis Vuitton x
Stephen Sprouse 2009
(www.spottedfashion.com)

Figure 18.
Figure 19.
Figure 20.
Louis Vuitton x Takashi
Louis Vuitton x Takashi
Louis Vuitton Cosmic Blossom
Murakami Cherry Blossoms
Murakami
Collection
(www.postbubbleculture.blogs. (www.postbubbleculture.blogs.
(www.luxuo.com)
wm.edu)
wm.edur)

2. 무라카미 다카시(Murakami Takashi)

통의 이미지에 참신함과 함께 호기심을 부여하였다(Figure
19).

무라카미 다카시는 루이 비통과 가장 많은 콜라보레이션을

다카시의 작업은 기존 모노그램을 애니메이션 같은 패턴

진행한 일본의 현대미술가이다. 그는 회화와 조각뿐만 아니

들로 재해석하여 모노그램 멀티컬러로 탈바꿈시켜, 보수적이

라 애니메이션과 패션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하는

고 무거운 느낌의 기존 루이 비통의 이미지를 가볍고 경쾌

대중적인 작가이다. 일상과 예술의 경계와 고급과 저급의 구

하게 바꾸는데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Figure 20).

분을 허무는 포스트 모던적인 그의 작품에는 현대 사회의
다양한 모습과 일본의 오타쿠(おたく)문화를 담고 있다.

루이비통과 무라카미 다카시의 협업에서는 아티스트의 대
중적, 애니메이션적, 포스트모던적 이미지가 브랜드에 투영

2003년 S/S 시즌 루이 비통은 무라카미 다카시와의 콜라

되었다고 평가되어, 한정판으로 판매되는 아트 콜라보레이션

보레이션을 통해 모노그램을 93가지의 컬러풀한 색상으로

제품은 소장가치를 가진 희소성 있는 예술 작품으로 인지되

표현한 모노그램 멀티컬러(monogram multi-color)로 새롭

었다.

게 론칭 하였다(Figure 17). 그와의 협업은 아티스트 중심으
로 진행되었고,

다카시는 루이 비통의 브라운 바탕의 전통

3. 리차드 프린스(Richard Prince)

적인 모노그램을 흰색의 바탕에 레드, 옐로, 그린 등의 원색
적인 모노그램으로 바꾸었다. 이후 다카시는 ‘혁명’을 주제

파나마 출신 미국의 추상표현주의 미술가 리차드 프린스는

로 한 디자인과 체리 블러섬, 모노그램 멀티 컬러, 아이러브

대중문화의 아이콘을 소재로 자신만의 작품을 재창조하는

모노그램 등 세 가지의 발표하였다(Seo & Kim, 2014)

작업을 한다. ‘도용의 작가’ 라고 불릴 만큼 다른 작가의 작

(Figure 20). 모노그램 멀티컬러는 고정적인 라인으로 매 시

품을 그대로 차용하여 변형을 통한 작업이 특징이다.

즌 출시되고 있다. 멀티플 모노그램은 제품과 함께 매장에도

2008년 루이 비통은 리차드 프린스와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적용되어 전시장과 같은 팝업스토어가 구현되었고, 루이 비

‘Big City After Dark’ 컬렉션을 발표하였다(Figure 21). 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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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에서는

‘Nurse,

야오이는 루이 비통과의 콜라보레이션에서 트레이드마크인

2002-2003’(Figure 22)를 주제로 간호사 복장을 한 모델들

리차드

프린스의

시리즈

작품

강렬하고 반복적인 도트 패턴을 사용하여 그녀의 독특한 스

이 실크 스크린과 스템프 작업을 이용해 패턴의 변화를 준

타일로 디자인하였다(Figure 27). 루이 비통의 로고와 가죽

독특한 가방을 선보였다(Figure 23, 24). ‘Nurse’에 등장하는

스트랩을 없애고, 가방과 옷은 물방울무늬의 패턴으로 채우

간호사를 연상하게 하는 위험하면서도 섹시하고, 자상하게

며, 윈도우 디스플레이 디자인에도 참여하였다(Figure 28, 29).

보살펴주는 동시에 힘들게 하는 모순적인 이미지의 간호사

팝업 스토어는 작가 특유의 도트 무늬로 꾸미고, 콜라보

로 등장한 모델과 프린스의 작품 ‘Jokes’에 등장하는 문구를

레이션 한 가방, 의상, 악세사리 등을 야요이의 호박 조각

그대로 프린팅한 패턴의 컬렉션은 아티스트의 개성을 강하

작품과 함께 전시하여, 루이 비통의 제품을 하나의 미술작품

게 담고 있다. 이처럼 재해석된 모노그램과 작가의 작품을

과 같이 인식하게 하는 효과를 주었다(Figure 30). 브랜드

응용한 패턴 디자인은 창조적이고 독특한 스타일로 브랜드

고유의 스타일보다 작가의 작품 스타일을 강조하는 시도는

이미지를 바꾸었고, 이는 신규고객의 유입과 연결되어 새로

단순한 제품 디자인의 변화를 넘어 브랜드 전체의 변화를

운 이익을 창출을 가져왔다(Figure 25, 26).

혁신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혁신은 루이비통의 고착화 된
이미지의 탈피와 함께 소비자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즐거움

4. 쿠사마 야요이(Kusama Yayoi)

을 선사하였다.
루이 비통과 쿠사마 야요이와의 협업은 명품에 아티스트

일본의 전위예술가 쿠사마 야요이는 정신 착란과 환각 증세

의 작품의 도입으로 브랜드의 이미지뿐 아니라, 가방을 작품

에 의해 사물의 잔상이 점의 형태로 보여 그녀의 작품에는

으로 만들어 상품의 가치를 높였다고 할 수 있다.

점의 반복과 증식 같은 단일 모티브의 표현이 많다. 점은
그녀 작품의 대표적 표현 소재이며, 점으로 이루어진 물방울

5. 제프 쿤스(Jeff Koons)

무늬(polka-dot)는 그녀의 예술세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미국의 네오 팝 아티스트 제프 쿤스는 예술 시장의 흐름을

Figure 24. Louis Vuitton x Richard
Prince 2008
(www.spottedfashion.com)

Figure 25. Richard Prince
Monochromatic Jokes 1989
(www.fatpeopleandfashion.com)

Figure 26. Louis Vuitton x Richard
Prince 2008
(www.fatpeopleandfashion.com)

Figure 21. Louis Vuitton x Richard
Prince 2008
(www.fi.co.kr)

Figure 22.
Nurses, 2002-2003
(www.richardprince.com)

Figure 23. Louis Vuitton Spring 2008
Runway Show
(www.spottedfash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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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 Louis Vuitton x
Yayoi Kusama 2012
(www.spottedfashion.com)

Figure 31.
Balloon Dog
(Magenta)
(www.noblesse.com )

Figure 28. Kusama and
Vuitton’s Capsule Collection
(www.luxuo.com)

Figure 32. Jeff Koons:
Gazing Ball Paintings,
2015 Gagosian Gallery
(www.jeffkoons.com)

Figure 29. Louis Vuitton x
Yayoi Kusama 2012
(www.dezeen.com)

Figure 33.
Louis Vuitton x Jeff
Koons 2017
(www.vogu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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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0. Louis Vuitton x
Yayoi Kusama
(cdn.luxuo.com)

Figure 34.
Louis Vuitton x Jeff
Koons 2017
(www.luxuo.com)

Figure 35.
Louis Vuitton x Jeff
Koons 2017
(www.luxuo.com)

잘 이해하는 예술가로 일상의 익숙하고 평범한 것들의 재창

통의 가방은 명화의 차용, 재해석을 통한 일종의 포스트 모

조를 통해 대중문화를 예술의 영역으로 끌어들였다. 공, 풍

던적 예술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제프 쿤스는 대중문화와

선, 튤립, 토끼, 백조, 강아지뿐만 아니라 마이클 잭슨, 포파

일상을 예술과 접목시키듯 루이 비통과의 협업에서 박물관

이(Popeye), 자신의 부인 등 주변의 평범하고 흔한 소재를

에서 볼 수 있는 마네, 모네, 고갱, 부셰 그리고 터너 등 다

이용하여 사이즈를 크게 키우거나 재료를 바꾸어 제작한 형

섯 대가의 명화 작품을 가방에 고스란히 담아서 사람과 함

태의 전형적인 팝 아트의 작품이 많다(Figure 31). 제프 쿤

께 걸어 다니는 대중적인 예술품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스는 대가들의 작품을 차용하여 제작한 조각과 그림으로
‘Jeff Koons, Gazing Ball’ 전시를 하였다(Figure 32).

6. 6인의 아티스트 그룹: 2019 아티카푸신 컬렉션

2017년 루이비통과 제프 쿤스와의 협업으로 탄생한
‘Masters’ 컬렉션은 ‘Jeff Koons, Gazing Ball’ 시리즈를 재

루이비통은 2019년 컬렉션에서 6인의 현대미술작가들과 콜

해석 한 것으로 레오나르 다빈치, 티치아노, 루벤스, 프라고

라보레이션 디자인 작업 하였다. 아티스트들은 샘 폴스, 우

나르, 반 고흐 등 서양 미술사를 대표하는 대가들의 작품을

르스 피셔, 니콜라스 로보, 알렉스 이스라엘, 샤발랄라 셀프,

루이 비통의 클래식 라인에

적용한 것이다(Figure 33). 거

조나스 우드 등이다. 1854년 뇌브 데 카퓌신 거리(rue

장들의 회화 작품을 가방에 그대로 옮겨 놓고 가방의 중앙

Neuve-des-Capucines)에 오픈한 루이 비통 첫 매장에서 이

에는 거장의 이름을 그림의 서명처럼 새겨 넣었다(Figure

름을 딴 카퓌신 백은 2013년 첫 출시 이후 다채로운 모델

34). 오른쪽 하단에는 LV로고 대신 제프 쿤스 자신의 이니

로 소개된 루이 비통의 뉴 클래식 백이다(Jang, 2019). 6인

셜을 부착하고, 루이 비통 모노그램을 메탈 소재와 함께 제

의 아티스트와의 협업으로 탄생한 2019년 아티카퓌신 컬렉

프 쿤스 작품의 모티브인 토끼(inflatable rabbit) 모양의 태

션은 각 1에서 300까지의 숫자가 매겨져 300개의 한정판

그를 달아 한정판으로 출시하였다(Figure 35).

에디션으로만 출시되었다(Figure 36, 37).

제프 쿤스가 명작을 차용하여 작품을 한 것처럼 루이 비

이 협업을 위해 알렉스 이스라엘은 핑크·퍼플·오렌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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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6.
Arty Capucines Collection
(www.louisvuitton.com)

Figure 37.
Louis Vuitton Exhibition
(http://feelfreeartz.blogspot.com)

강렬한 컬러의 염색 기법을 조너스 우드는 혁신적 디지털

Figure 38.
Savoir Faire-Sam Falls
(www.louisvuitton.com)

Figure 39.
Louis Vuitton’ Savoir Faire
(www.louisvuitton.com)

수 있다.(Figure 44, 45).

프린팅을 니콜라스 로보는 가죽 위에 세밀한 레이스와 스티

니콜라스 로보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

칭 패턴을 샤발랄라 셀프는 정교하면서 규칙적인 자수 가죽

가로 버려진 리본과 가죽, 목재, 고무 같은 촉감이 있는 소

패치워크를 그리고 샘 폴스는 섬세한 자개 장식을, 그리고

재를 뒤섞어 엮는 방식을 통해 하이브리드 오브제를 완성한

우르스 피셔는 손으로 제작한 과일과 채소 오브제를 활용하

다(Figure 46). 니콜라스 로보의 아티카퓌신 컬렉션은 질감,

는 독특한 상상력을 발휘했다(Figure 38, 39).

소재, 색감, 무늬의 조합을 통해 특별한 예술 작품으로 변신

샘 폴스는 LA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작가이다. 그의 작품

한다. 루이 비통 모노그램 패턴에서 영감을 받은 그는 검은

의 특징은 자연 세계를 테마로 사진 기법과 일상의 오브제

가죽 위에 푸른 가죽 조각을 직접 꿰매 마치 조각이 가방

를 활용해 색과 빛의 물질성을 탐구하며 특정 지역에서 채

표면 아래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난 것처럼 보이도록 디자인

집한 나뭇가지나 나뭇잎, 꽃 같은 유기적 소재로 대형 캔버

했다(Figure 47). 일종의 공예품과도 같은 니콜라스 로보의

스를 덮어 색소를 뿌린 뒤 비바람에 노출하는 방식으로 추

아티카퓌신은 루이 비통 메종 장인들의 기술과 완벽주의와

상적 풍경을 완성한다(Figure 40).

작가가 추구하는 개성이 담겨져 있다(Figure 48).

아티카퓌신 프로젝트에서도 이러한 작업 방식을 바탕으로

알렉스 이스라엘은 LA 출신으로 위트 넘치는 작품으로

루이 비통 가문의 저택 정원에서 주워온 나뭇잎과 꽃에 자

즐거움과 재미를 표현한다. 그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미술과

신의 트레이드마크인 염색 기법을 적용하였다(Kim, 2019).

브랜딩, 문화와 상업을 절묘하게 혼합하는 방식으로 작업한

150회 이상의 프린팅 테스트로 우아한 아름다움을 카퓌신

다(Figure 49). 그의 유명한 파도 모티브와 두 마리의 상어

백 겉면에 옮기고, 프린팅한 캔버스에 정교한 자수를 더했다

꼬리처럼 가방 위로 솟은 반투명 광택 아크릴 글라스로 위

(Figure 41). 자개 소재의 LV 로고, 핸들양옆에 부착한 고리

트 넘치는 카푸신 백을 탄생시켰다. 금속 빗과 거울의 기능

장식을 사용해 자연을 담은 아티카퓌신 컬렉션을 완성했다

성을 갖춘 탈착 가능한 2개의 아크릴 글라스와 내부의 지퍼

(Figure 42).

고리에 대롱대롱 달린 작은 메탈 고리 등 흥미 있고 재미있

우르스 피셔는 스위스 출신으로 변형과 부패라는 자연 발

는 디테일이 있다(Figure 50, 51).

생적 과정을 다루는 작가로 일상 속 오브제를 소재로 하여

샤발랄라 셀프는 뉴욕 할렘 출신의 젊은 작가로 인종, 성

대형 조각과 설치 작업을 주로 한다. 우르스 피셔가 작업한

별, 성적 취향의 교차점을 연구한다. 그녀는 주로 과장된 여

카퓌신백은 여섯 가지 아티카퓌신 컬렉션 중 가장 초현실주

성의 몸을 그리는데 회화와 패치워크, 콜라주 기법을 여러

의적인데 도금한 체인에 부착한 여섯 종류의 바나나, 딸기,

층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기반으로 실이나 판화 재료, 회화

사과, 버섯, 달걀, 당근은 ‘달려 있는 조각 작품(hanging

재료를 다양하게 사용한다(Figure 52, 53).

sculpture)’이자 참 장식으로 실제 과일과 채소를 모티브로

샤발랄라 셀프는 아티카퓌신 컬렉션에 루이 비통 모노그

만들었다(Figure 43). 자연과 일상생활 속의 평범한 오브제

램 패턴을 해체하고, 세부적 요소를 더 작게 분해하여 그

가 예술성이 부여된 참 장식으로 재탄생되었다. 백 바닥 부

조각을 이용해 새로운 형태로 재탄생시켰다. 패치워크 조각

분이나 손잡이 쪽에 그날 기분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조

은 리자드 가죽 등 19가지의 다양한 가죽을 사용하여 형상

각 장식을 부착할 수 있어 백을 다양하고 재미있게 활용할

화했고, 각각의 조각에 사용한 실은 의도적으로 늘어뜨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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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레이어와 형형색색의 패치워크가 불규칙한 조화를 이루

루이비통에게 가볍고 경쾌한 이미지와 젊고 자유로운 이미

게 했다(Kim, 2019). 샤발랄라 셀프가 창조한 아티카퓌신은

지를 부여하고, 대중에게 재미를 주어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

다양한 요소가 백 겉면에서 서로 어우러지며 각각의 조각이

가갈 수 있게 한다. 무라카미 다카시는 루이비통의 패턴에

독립적 예술 작품처럼 보인다(Figure 54).

체리 블러섬, 모노그램 멀티 컬러, 아이러브 모노그램으로

조너스 우드는 보스턴 출신의 작가로 공간의 무질서와 꽉

변화를 주고, 다카시 작품에 등장하는 만화 캐릭터를 등장시

찬 패턴, 푸르고 다채로운 색감의 조화를 추구한다(Figure

켜 새롭고 기발하게 디자인하였다. 바뀐 디자인은 루이 비통

55). 그는 사진과 드로잉을 겹치고 콜라주하는 작업 과정을

의 이미지를 젊고 발랄하게 한다. 쿠사마 야요이는 루이 비

통해 형태와 색을 비롯한 기하학적 패턴에 변화를 주었다.

통의 로고를 없애버리고 자신의 물방울무늬로 가득 채워 작

조너스 우드의 아티카퓌신 백은 각기 다른 식물이 그려진

가 자신의 작품 스타일을 강조하면서 루이 비통의 고착화된

화분을 담아낸 자신의 작품 ‘Landscape Pot’ 유화 시리즈를

이미지를 지우고 소비자에게는 새로운 즐거움을 주었다.

바탕으로 디자인했다(Figure 55). 프린팅한 가죽 위 에는 풍

이처럼 하위문화를 하이패션에 도입하여 전통적인 모노그

부한 촉감의 질감과 깊이를 표현하기 위해 20만 번 이상 바

램을 재해석한 스프라우스의 강렬한 형광색 그래티피백은

느질해 자수를 장식했다(Figure 56). LV 로고를 매트 핑크

경쾌한 가벼움과 기발한 재미를 주고 이를 통해 루이 비통

컬러로 처리해 백의 전체적 흑백무드에 포인트가 되게 하고,

의 클래식한 이미지를 변화시켰다.

HD 프린팅을 사용한 기린 모양 노란색 참은 작가의 유머를
표현하였다(Figure 57).

하이엔드 브랜드에서는 시도하기 힘든 에니메이션을 이용
한 무라카미 다카시의 루이 비통의 오래된 패턴의 변화와

이상의 6인의 아티스트 작가와의 협업으로 이루어진 아티

쿠사마 야요이와 제프 쿤스의 과감한 LV로고 삭제는 현대

카퓌신 컬렉션은 가방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카퓌신 백을

미술 작가의 모험적인 시도로 고객들에게 재미와 호기심을

새롭게 재해석한 아티카퓌신 컬렉션은 오렌지, 레드, 그린,

부여한다. 모방과 도용으로 이루어진 리처드 프린스의 작품

핑크, 블루, 옐로 컬러의 캔버스에 입체회화처럼 걸려(Figure

성향을 그대로 담고 있는 협업에서도 현대 미술의 재미를

37) 호기심과 유쾌함을 주며 예술 작품의 가치를 지닌 백으

그대로 느낄 수 있다.

로 인식되게 하였다. 작가의 각자의 작업 방식과 개성, 아이

현대 미술 작가들과 루이 비통의 아트 콜라보레이션은 아

디어, 의식 등이 투영된 아티카푸신 컬렉션은 예술성과 장인

티스트의 작품 성향이 브랜드 이미지에 투영되어

정신을 담고 있다. 또한 신진 작가를 후원하고 창조적인 작

재미를 유발하고 신선함과 기발함을 가져다주었다. 현대 미

업을 지원하는 루이 비통의 혁신을 추구하는 가치를 엿 볼

술이 주는 재미와 가벼움을 통해

수 있다. 숫자가 새겨진 300개의 리미티드 에디션 아티카푸

고 있지만 오랜 역사와 전통으로 인한 루이 비통의 노후하

신 컬렉션은 아티스의 작품과 같은 가치를 지닌 예술 작품

고 고전적인 이미지를 자유로우며 가볍고 경쾌한 이미지로

으로 승화되었다(Table 1).

변화시키는 혁신을 가져올 수 있었다.

Ⅳ. 루이 비통 가방의 아트 콜라보레이션 특징과 의미
1. 클래식 이미지 혁신: 재미와 가벼움

흥미와

최고급의 이미지를 가지

2. 패션 가방의 경계 탈피: 생활의 예술화
1960년대 팝아트의 등장으로 일상적인 오브제가 미술의 영
역으로 들어오고 생활과 예술의 경계가 허물어졌다. 이러한

루이 비통과의 아트 콜라보레이션에 참여한 아티스트는 현

예술은 패션에까지 확장되어, 아트 콜라보레이션 제품은 아

대미술 작가로 실험적이며, 대중적이고, 때로는 기발하며,

티스트의 개성이 들어간 기존에 없던 디자인을 제공함으로

작가주의 경향을 강하게 띄기도 한다. 루이 비통의 협업은

써 독창성과 독특함이 부여 된 하나의 예술로 인식된다.

아티스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작가의 작품 성향과 아티스

특히 루이 비통과 아티스트 간의 협업 형태는 아티스트

의 이미지가 루이 비통의 브랜드 이미지에 직접 투영되었다.

중심으로 이루어져 아트 콜라보레이션 상품에는 작가의 작

루이 비통의 패턴은 스테판 스프라우스의 그래피티 백을 선

품 성향이 강하게 투영되고, 상품은 작품화 되고 있다. 6인

두로 하여 바뀌기 시작했다. 스프라우스는 루이 비통의 전통

의 작가와의 콜라보레이션은 작가들의 독특한 개성과 작업

적인 갈색 컬러의 고전적인 가방에 형광색의 휘갈겨 쓴 낙

방식으로 2019년 아티카퓌신 컬렉션에 예술성과 장인 정신

서 같은 ‘Louis Vuitton’의 글씨로 채웠다. 이러한 시도는

을 일상의 가방에 담고 있다. 카퓌신 백을 6명의 현대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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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2019 Louis Vuitton Arty Capucines Collection
Artist

Louis Vuitton x Artist collaboration

Sam Falls

Figure 40. Sam Falls
(www.louisvuitton.com)

Figure 41. Louis Vuitton x Sam Falls
(www.louisvuitton.com)

Figure 42. Louis Vuitton x Sam Falls
(www.louisvuitton.com)

Figure 43. Urs Fischer
(www.louisvuitton.com)

Figure 44. Louis Vuitton x Urs Fischer
(www.louisvuitton.com)

Figure 45. Louis Vuitton x Urs Fischer
(www.louisvuitton.com)

Urs Fischer

Nicholas
Hlobo
Figure 46. Nicholas Hlobo
(www.louisvuitton.com)

Figure 47. Savoir Faire - Nicholas Hlobo Figure 48. Louis Vuitton x Nicholas Hlobo
(www.louisvuitton.com)
(www.louisvuitton.com)

Alex Israel

Figure 49. Alex Israel Self Portrait Figure 50. Louis Vuitton x Alex Israel 2019 Figure 51. Louis Vuitton x Alex Israel
(www.louisvuitton.com)
(www.louisvuitton.com)
(www.louisvuitton.com)

Tschabalala
Self

Figure 52. Tschabalala Self
(www.louisvuitton.com)

Figure 53. Tschabalala Self
(www.louisvuitton.com)

Figure 54. Louis Vuitton x Tschabalala Self
(www.louisvuitton.com)

Figure 55. Jonas Wood:
Landscape Pot
(www.louisvuitton.com)

Figure 56. Savoir Faire - Jonas
Wood
(www.louisvuitton.com)

Figure 57. Louis Vuitton x Jonas
Wood
(www.louisvuitton.com)

Jonas 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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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의해 새롭게 해석한 아티카퓌신 컬렉션은 각각 오렌지,

문화의 만남은 명품이 가진 경계와 벽을 허물었다. 무라카미

레드, 그린, 핑크, 블루, 옐로 컬러의 캔버스에 입체회화처럼

다카시와의 협업은 보수적이고 무거운 이미지를 화려하면서

전시하고, 판화와 같이 1에서 300까지의 숫자가 매겨져 300

현대적인 스타일로 변화시켰다. 리챠드 프린스와의 콜라보레

개의 한정판 에디션으로만 출시되었다. 이러한 아트 콜라보

이션을 통한 창조적이고 독특한 패턴의 변화는 그동안 루이

레이션 한정판 에디션은 작가의 창의성과 메종의 장인정신

비통에게 관심이 없었던 새로운 고객층에게 관심을 불러일

을 담은 럭셔리한 제품을 넘어 아티스트에 의해 탄생한 예

으켰다. 고급문화로 인식되는 럭셔리 브랜드와 낙서, 애니메

술품으로써의 프리미엄이 붙는다. 작가가 작품을 작업하는

이션, 도트 패턴 등 언더그라운드적인 요소와의 결합은 의외

방식으로 제품을 제작하고 제품의 전시는 미술관, 갤러리처

성과 엉뚱함으로 호기심을 유발해 재미와 즐거움 주며, 대중

럼 전시하며, 한정판의 생산과 특정 매장에서의 한시적 판매

에게 친숙하게 다가가 소비자와의 거리를 좁히는데 도움을

는 아트 콜라보레이션 제품이 예술 작품과 같은 지위를 얻

주었다. 제프 쿤스는 ‘L’과 ‘V’를 겹친 전통적인 패턴에 제

도록 한다. 무라카미 다카시와 스티븐 스프라우스와 콜라보

프 쿤스 자신의 이니셜을 모노그램 패턴에 포함하도록 디자

레이션한 스피디 제품은 완판은 물론이고 각 예술가의 버전

인하고, 토끼 모양의 참 장식과 꽃과 별 문양을 재 디자인

을 소장하고자하는 애호가들이 생겨, 중고의 가격도 떨어지

하는 등 루이 비통 전통적 요소를 재해석하며 루이 비통에

지 않고 도리어 제품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아트 콜라보

많은 변화를 주었다.

레이션 제품이 예술 작품으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리차드 프

이와 같이 루이 비통과 현대 미술작가와의 아트 콜라보레

린스와의 콜라보레이션으로 발표된 ‘Big City After Dark’

이션은 고전적 스타일과 네오 팝아트의 만남으로 호기심을

컬렉션의 런웨이에서는 모델들이 리차드 프린스의 작품

유발하여 흥미와 재미 불러일으키고, 현대 미술작가들의 모

‘Nurse’와 같은 간호사 복장으로 콜라보레이션 가방을 들고

험적이고 실험적인 시도는 미래지향적인 이미지와 새로운

등장하고, 가방에 작가의 작품이 그대로 프린팅하는 것은 작

가치를 창출하였다.

가의 작품과 컬렉션이 동일시 되도록 하는 시도이다.

아트 콜라보레이션은 아티스트의 아이디어와 예술적 요소

또한 마네, 모네, 고갱, 부셰, 터너 5명의 명화 작품을 그

를 더하여 아트 콜라보레이션을 통하여 탄생한 제품을 예술

대로 담고 있는 제프 쿤스의 마스터즈 콜렉션은 예술작품에

적 가치를 지닌 예술품으로 인식하게 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하고 배경지식을 제공해 주어 예술에

그림을 사듯이 예술품과 같은 가방이나 옷을 사서 소장 가

대한 이해와 문화접근성을 높이며 단순한 가방을 넘어서

치를 누리는 동시에 투자의 개념이 적용되기도 하였다. 아트

‘걸어 다니는 명화’로 해석되도록 하여 아트 콜라보레이션된

콜라보레이션 제품은 곧 예술품이라는 인식의 변화와 특별

제품을 예술품으로 동일시 되도록 하였다. 이처럼 루이 비통

한 소장 가치의 부여는 루이 비통의 아트 콜라보레이션이

의 아트 콜라보레이션 가방은 럭셔리한 제품의 이미지를 넘

제품과 예술의 결합으로 소장가치가 높은 일상의 예술품으

어 특별한 소장 가치를 지닌 예술품으로 일상생활에서 예술

로 재탄생되었다. 고급문화로 인식되는 럭셔리 브랜드와 낙

품을 소장하도록 하는 욕구를 자극하였다.

서, 애니메이션, 도트 패턴 등 언더그라운드적인 요소와의
결합은 의외성과 엉뚱함으로 호기심을 유발해 재미와 즐거

3. 하이엔드 명품 브랜드 차별화 구축: 희소성, 작가주의
도입

움을 주며, 대중에게 친숙하게 다가가 소비자와의 거리를 좁
히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Figure 58과 같다.

팝업스토어와 백화점 윈도우 디스플레이를 미술관이나 갤러
리의 작품 전시처럼 진열함으로써 루이 비통의 아트 콜라보

V. 결론

레이션 가방은 예술 작품으로 등극하고, 아트 콜래보레이션
한정판 에디션은 작가의 창의성과 메종의 장인정신을 담은

본 연구는 럭셔리 브랜드 루이 비통에서 진행되었던 아티스

럭셔리한 제품의 이미지를 넘어 희소성이 부여된다.

트들과의 콜라보레이션 사례를 가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루이 비통은 오랜 역사의 럭셔리 브랜드로 주 고객이 중

그 특징과 의미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루이 비통은

년층으로 연령대가 높았다. 스테판 스프라우스와 아트 콜라

세계적인 아티스트에서부터 젊은 작가에 이르기 까지 다양

보레이션한 그래피티백으로 젊은 고객층에도 어필 할 수 있

한 현대 미술 작가와 아트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여 왔다.

는 신선하고 젊은 이미지로 변모하였고, 명품 브랜드와 하위

예술이 접목된 제품은 아티스트의 독창성과 독특함이 담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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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8. Characteristics of the Derived Process of Louis Vuitton's Art Collaboration

하나의 예술품으로 인식되어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데 활

적인 이미지를 가볍고 경쾌한 이미지로 변모시켰다. 루이 비

용되어 왔다. 루이 비통의 콜라보레이션이 급증한 2000년

통의 아트 콜라보레이션은 현대미술의 특징인 모험적이고

이후를 중심으로 총 5명의 아티스트들과 1개의 아티스트 그

실험적인 시도로 전통의 혁신을 가져왔고, 고전적인 패턴을

룹과의 콜라보레이션 사례를 가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다양한 색상과 재질로 변화 시키면서 루이 비통은 젊고 트

콜라보레이션의 특징과 의미는 다음과 같았다.

렌디한 브랜드로 재탄생하였다.

첫째, 루이 비통 가방의 클래식한 이미지를 재미와 가벼

둘째, 기능과 트렌드를 부여받은 패션 가방이라는 경계를

움의 대중적 이미지로 혁신을 하였다. 낙서 같은 컬러풀한

탈피하여 생활의 예술화를 시도하였다. 아트 콜라보레이션

글씨로 가득 채우는 등 전통적인 루이 비통 패턴에 변화를

제품은 아티스트의 개성이 들어가고 기존에 없던 디자인을

준 스테판 스프라우스의 그래피티백과 무라카미 다카시의

표현함으로써 독창성이 부여 된 하나의 예술로 인식되었다.

93가지의 컬러풀한 모노그램과 체리 블러썸, 체리 모노그램

6인의 아티스트 그룹과 콜라보레이션한 아티카푸쉰 컬렉션

에 이어 자신의 작품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등장시킨 아이러

에는 작가의 창의성과 작업 방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루

브 모노그램은 매우 기발하며 대중들의 흥미와 재미를 유도

이 비통의 기존의 가방은 하나의 오브제가 되고 작가의 고

하였다. 특히 쿠사마 야요이는 루이 비통의 로고를 과감하게

유한 작업방식이 반영되어 예술품으로 재탄생하였다. 또한

삭제하고 물방울무늬로 가득 채우는 방식으로 작가 스타일

마치 판화의 작품처럼 300개의 숫자를 새긴 한정판과 미술

의 가방을 디자인 하였는데 이는 신선함과 친근감을 부여하

관에 전시하는 상품의 진열방식은 아트 콜라보레이션 제품

였다. 이러한 루이 비통의 현대 미술작가와의 아트 콜라보레

이 예술 작품과 같은 지위를 얻도록 하였다. 각 예술가의

이션은 호기심을 유발하여 흥미와 재미를 주고, 무겁고 보수

버전을 소장하고자하는 애호가들로 인해 제품의 가치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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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하는 것은 아트 콜라보레이션 제품이 예술 작품으로 인식

from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런웨이의 모델이 리처드 프린스의 작

artycapucines#the-artists/alex-israel/det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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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r.louisvuitton.com/kor-kr/stories/

품에 자주 등장하는 간호사의 복장을 하고 프린스의 ‘농담

An, J. S., & Huh, Y. J. (2019). Effect of creative

시리즈'가 프린트된 핸드백 라인을 들고 걷는 모습은 마치

thinking through art collaboration class. Journal of the

작품 속으로 들어간 느낌을 나타내어 패션 가방이 일종의

Korea

예술가의 작품 일부가 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5명
의 대가의 명화 작품을 그대로 담고 있는 제프 쿤스의 마스

Convergence

Society,

10(7),

121-131.

doi:10.15207/JKCS.2019.10.7.121
Anselm Reyle x Dior. (2012, January 8). Retrieved

터즈 콜렉션 또한 단순한 가방을 넘어서 ‘걸어 다니는 명화’

October 6,

로 해석되도록 하여 아트 콜라보레이션된 제품을 예술품으

wordpress.com/2012/01/08/anselm-reyle-for-dior/.

로 동일시하는 새로운 예술 행위의 일종이며 새로운 패션문
화라 할 수 있었다.

2019, from https://fashionaveandsixth.

Arty Capucines Collection. (n.d). Retrieved June 25,
2019,

from

https://kr.louisvuitton.com/content/dam/

셋째, 하이엔드 명품 브랜드를 확실하게 차별화하여 상품

lv/online/animation/allcountry/Collections/leathergoods/

의 희소성을 확립하고, 패션제품에 작가주의를 도입한 것이

Women_LG_Artycapucines.html/jcr:content/assets/camp

라 볼 수 있었다. 루이 비통은 오랜 역사의 럭셔리 브랜드

aign/fashion_story_01-1024w.jpg

로 주 고객이 중년층이상으로 연령대가 높았다. 스테판 스프

Bae, B. (2013). A research on the correlation between

라우스와 아트 콜라보레이션한 그래피티백은 젊은 고객층에

the application of art collaboration and art creation

도 어필 할 수 있는 신선하고 젊은 이미지로 변모할 수 있

(Unpublished

게 하였고, 무라카미 다카시와의 협업은 보수적이고 무거운

University, Seoul, Korea.

doctoral

dissertation).

Hanyang

이미지를 화려하면서 현대적인 스타일로 변화시켰다. 리챠드

Balloon Dog(Magenta). (2017, December 4). Retrieved

프린스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한 패턴의 변화는 그동안 루

August 2, 2019 from http://www.noblesse.com/home/

이 비통에게 관심이 없었던 새로운 고객층에게 관심을 불러

news/magazine/detail.php?no=6651.

일으켰다. 이는 고급문화로 인식되는 럭셔리 브랜드와 낙서,

Cha, M., & Nah, S. (2014). A case study on art

애니메이션, 도트 패턴 등 언더그라운드적인 요소와의 과감

collaboration utilizing korean image. Journal of the

한 결합을 통해 의외성과 엉뚱함으로 재미와 즐거움 주고

Korea

젊은 대중에게 친근감을 주었다. 루이 비통과 현대 미술작가

165-174.

Society

of

Communication

Design,

17(2),

와의 아트 콜라보레이션은 고전적 스타일과 네오 팝아트의

Choi, J., & Yun, M. (2018). Louis Vuitton fashion

만남이었으며 이를 통해 제품의 희소성은 물론, 아트 콜라보

house's art collaboration case studies & art marketing

레이션이 패션제품에 하나의 디자인 요소로 머물지 않고 패

semantic

션 제품 자체가 작가주의의 실험적 작품이 됨을 의미한 다

analysis.

Journal

of

Integrated

Design

Research, 17(3), 79-92.

고 본다. 즉 현대 미술작가들의 모험적이고 실험적인 시도는

Dior 2013 F/W Collection Dior and Andy Warhol.

궁극적으로 루이비통 가방의 미래지향적인 이미지와 새로운

(2013, June 24). Retrieved November 12, 2019, from

가치를 창출하였다.

http://www.stylechosun.co.kr/online/%EB%94%94%EC

이상의 연구는 럭션리 브랜드의 차별화와 상품의 예술화

%98%AC%EA%B3%BC-%EC%95%A4%EB%94%94-%

에 대한 사례연구로써 학문적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EC%9B%8C%ED%99%80%EC%9D%98-%EB%A7%8C

패션 가방의 아트 콜라보레이션 디자인 연구에 도움이 될

%EB%82%A8/.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더 많은 작품의 수집에 한계가 있

Eom, K. H., & Choi, Y. M. (2012). A case study on

었으며 실물을 통한 텍스쳐와 사이즈를 통한 시각적 고찰하

type of collaboration in fashion brand. Journal of

지 못한 한계가 있었음을 밝힌다.

Digital Design, 12(1), 133-144. doi:10.17280/ jdd.
2012.12.1.01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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