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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second half of the twentieth century, fashion shows were a 

long-standing promotional medium and changed form and styles as times 

changed. In the past, if a model were on the stage simply to showcase a 

brand's work, the stage would have been transformed into a more active 

space, displaying various performances or seasonal themes combined with art. 

Then in the 2000s, there was an increasing number of instances when the 

global fashion industry of used figurative objet in organizing a fashion show's 

stage. In particular, because fashion shows require audience response and 

satisfaction, producing displays using objet is an effective marketing method. In 

the early 2000s, many brands were already introducing runway displays using 

objet, and these cases are expected to increase further in the future. This 

collection of 23 ready-to-wear models, which constituted the runway display, 

was by utilizing the objet more than five times from the 485 brands listed in 

Vogue’s runway category. Based on our previous research, we classified the 

objet expressive characteristics as reproducibility, simplicity, non-artificiality, and 

fantasy. Among the 207 collections that we analyzed, the collection that 

utilized objet in its runway display had 170 circuits. Using objet in the runway 

display leverages visual language which allows one to communicate the 

season’s concept, brand identity, and desired message more easily. Futhermore, 

it was spatially expressed to create feeling of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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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Ⅰ

연구�배경�및�목적1.�

패션 분야의 홍보 매체로는 패션쇼 패션 필름 광고 영화 , , , 

등 다양한 종류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매체를 통한 홍보 방. 

법은 패션과 대중 사이의 시각적인 매개체 역할(Kim, 2006)

을 하고 있으며 특히 패션 매체로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 

있는 패션쇼는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

로 변화하고 있다. 

초기 패션쇼는 무대 모델 관객으로만 이루어져 모델이   , , 

의상을 착용하고 관객에게 선보이는 형식이었지만 현대 패, 

션쇼는 예술과 결합하여 다양한 퍼포먼스 등의 공연 형식과 

장소 디스플레이의 새로운 구성 등으로 표현된다 의상만을 .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각 패션 하우스가 추구하는 브랜드 

고유의 아이덴티티에 해당 시즌의 트렌드를 담아 홍보하여 

매장으로 고객을 이끌어 소비자 구매 태도 변화를 목적으로 

하며 쇼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고취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 

목표 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몇몇 패션 (Shin, 2005) . 

하우스에서는 판매하는 본질적인 목적은 유지하되 공연 예

술적인 요소를 더하여 문화 활동을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하

고 있었다.

세계적인 패션 하우스는 샤넬 은 매 시즌 자신들  (Chanel)

만의 고유한 아이덴티티를 담은 패션쇼 디스플레이를 선보

이고 있으며 패션 매거진 보그 엘르 등 에서는 , (Vogue), (Elle)

매 시즌 컬렉션이 끝나면 이번 시즌 패션 런웨이 디스플레

이에 관한 기사가 등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패션디자이. 

너들은 패션쇼가 비용을 들일만 한 가치가 있는가 라는 “ ?”

질문에 그렇다 패션쇼는 훌륭한 마케팅 수단이다 라고 답“ . ”

하며 각 패션 하우스에서는 런웨이 디스플레이에 많은 노, 

력 시간 비용을 들이고 있다, , (Antonia, 2019).

최근 패션쇼는 무대를 구성할 때 조형적인 오브제를 활용  

해 쇼의 콘셉트 를 표현하는 설치미술적인 형태로 (concept)

관객들에게 많이 보여 지고 있으며 행위 예술가들이 패션쇼, 

에 등장하여 퍼포먼스를 연출하는 연극적 요소를 가미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년 이후에는 뉴미디어 시. 2010

대를 맞이하여 디지털 영상의 활용 및 SNS(social 

등의 뉴미디어를 활용한 쇼가 대거 등장networking service)

하였고 의상 모델 조명 무대 등이 다양한 예술 분야와 ,  , , , 

결합한 종합예술로서의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Lee, 

이러한 미디어의 발전은 불특정 다수에게 쉽게 전달2017).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패션 하우스에서는 패션

쇼의 이미지 연출에 더욱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

타미힐피거 의 패션쇼 세트디자이너는   (Tommy Hilfiger)

패셔니스타 와의 인터뷰에서 완벽한 세트로 연(Fashionista)

출된 패션쇼는 관객을 몇 분 동안 만들어진 세계 속으로 이

동시킬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시각적 연출에 있어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고 설치 미술의 개념인 런웨이 디스플레이, 

는 예술적 경험을 통해서 관객들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 라고 말했다(Maura, 2018) .

이와 같이 각 패션 하우스에서는 오브제 의 활용을   (objet)

통해 복합 예술적인 패션쇼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었으며 현, 

대 예술에서 추구 했던 오브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사회적 환경에 반응하는 당연한 결과라 볼 수 있다 오브제. 

에 의한 디스플레이 연출은 단순히 물체나 실재적인 물리 

대상으로서의 경험이 아닌 인간 의식과 대상 세계와의 관계

를 통해 시각언어의 의미를 새롭게 확장 시켜 주(Lee, 2000)

었다는데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패션쇼 디스플레이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의 연구에서는 패션쇼 무대 연출 요소를 단순히 Kim(2006)

사람 오브제 장소와 시간성으로 분류하였고 의 , , , Kim(2011)

연구에서는 공간의 조형 원리 표현으로 비례 통일성 강조, , , 

리듬 균형으로 분류하였다 의 연구에서는 인터미, . Lee(2017)

디어 를 활용한 패션쇼를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며(intermedia) , 

의 연구에서는 무대디자인을 조형적 장식적Hwang(2008) , , 

미니멀 테크놀로지 를 활용한 사례로 (minimal), (technology)

분석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단순히 패션쇼 무대를 조형적 원리 디자  , 

인적 원리로 분석하는 것이 아닌 오브제의 표현 특성을 활

용한 사례로 분류하고 고찰하여 획일화된 시각적 표현에서 

탈피한 다양하고 개성 있는 방향으로 확대되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및�범위2.�

본 연구에서는 오브제를 활용한 패션쇼 무대 연출 및 디스

플레이 종류를 고찰하기 위해 문헌 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

하였고 연구의 주요 범주인 패션쇼에 관련하여 국내외 선행, 

연구 연관 이론을 정리하여 분석기준을 세웠으며 패션 매, , 

거진 패션 스타일링 사이트에 의해 선정되고 분석된 시각, , 

자료 기사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

다양한 컬렉션 중 세계 대 컬렉션이라 불리는 파리 밀  4 , 

라노 뉴욕 런던 개의 도시에서 개최되는 컬렉션으로 한정, , 4

하였으며 시즌 트렌드를 반영하는 정규 컬렉션인 프레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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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테 로 그 범위를 제한하였다(Pret-A-Porter) . 

또한 년도 컬렉션부터 최근 컬렉션인 년도   2016 S/S 2020

까지 그 범위를 제한하고 세계적인 패션 트렌드 매거진S/S , 

인 보그 웹사이트(Vogue) (www.vogue.com/fashion-shows)

의 런웨이 카테고리에 언급된 개 브랜드의 프레타포르테 485

컬렉션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오브제를 활용한 현대 패션쇼를 분석하기 위해   

패션쇼에 관한 총체적 관점으로 분석하였으며 브랜드의 주, 

제 및 디자이너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한 공간으로 사례 분

석 시 창작 의도 표현 방식을 함께 연관 지어 의미를 해석, 

하였다.

이론적�고찰.�Ⅱ

오브제에�관한�고찰1.�

오브제의 개념 1) 

오브제는 본래 라틴어의 오브젝툼 에서 유래된 것(objectum)

으로 의식과 감각의 대상으로 등장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

지고 있으며 철학 상의 의미로는 것 사물 와 제시, Ob( , ) Jet(

된 의 합성어로 앞에 던져져 있는 것 의식의 지향적 대상) ‘ , ’

을 의미하고 우리의 인식과 행위의 대상뿐만 아니라 관념적 

대상도 포함된다(Sin, 2009).

예술에 있어서 오브제는 그 형태의 다양성 때문에 정의하  

기가 쉽지 않지만 어떤 물체가 우연 혹은 필연적인 효과에 , 

의해 작품의 재료가 되어 그 본래의 용도나 기능을 잃고 새

로운 물체로 인식되어 작품화 될 때 오브제라 칭하고 있다, . 

이러한 오브제 예술은 새로운 조형 양식과 시각적 효과를 

확장시켰고 예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물건이나 그 한 , 

부분을 본래의 일상적인 용도에서 떼어내어 절연함으로써 

보는 사람에게 잠재된 욕망이나 환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상징적 기능 의 물체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Park, 1997) . 

이에 오브제는 현대 미술에서 표현의 확장을 위한 새로운 

매체로 회화와 조각 장르의 영역을 해체하고 통합하는 적극, 

적인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 결과 오브제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었  , 

고 어떠한 물체가 작품의 소재가 될 때 본래의 용도나 기, , 

능을 잃게 되면서 새로운 특성을 가지게 되었다 즉 현대 . , 

예술에서의 오브제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어떠한 

연상 작용이나 기이한 효과를 주어 상징적인 기능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브제는 인간과의 관계없이 스스로의 존재하는   

대상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에 의해 표현된 어떠한 . ‘

것 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오브제란 실재하는 단위의 물질’ . 

이며 크기를 인지할 수 있고 용도를 가진 대상으로 정의되

지만 우리가 사용하거나 무게를 측정할 수 있으며 만지고 

소유할 수 있는 실물만을 정의하지 않고 때때로 그것은 현, 

실적 존재를 넘어서 무형의 진실을 포함하는 추상적 또는 

상상적 원리로 제시되기도 한다 따라서 좁은 (Lim, 2018). 

의미로는 인간의 감각을 통해 인식되는 사물로 사물을 인식

하고 있는 인간과의 관계가 어떠한 의미인지가 중요하며 넓, 

은 의미로는 인간의 의식과 감각 대상으로 등장하는 모든 

것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으며 만질 수 없어도 시각적으, , , 

로 느껴지는 빛 색체 등 비물질적인 요소까지 포함한다고 , 

볼 수 있다.

오브제의 발전과정2) 

오브제의 개념은 미술사 변천과정의 다양한 시도로 얻어진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미술에서 오브제는 단순히 물체로. 

서의 보편적인 기능이나 실질적인 형태로서만 파악되는 것

이 아닌 인간 의식과의 관계에서 사물의 주관적인 해석에 , 

기초를 두고 보는 이로 하여금 정서적 작용을 일으키게 하

는 상징적 기능의 물체 이다 예를 들면 그림을 (Lim, 2018) . 

그리는 주체 그려짐을 당하는 대상의 상호작용에서 이루어, 

진다고 말할 수 있으며 어떤 식으로든 예술에서의 오브제는 

주체와 함께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오브제는 입체주의 이전부터 등장하였으며 현대와 같은   , 

의미는 아니지만 미술과 분리되어 표현된 적이 없다 즉 구. , 

석기시대의 동물벽화나 이집트의 조각품에서부터 르네상스 

이래의 사실적인 그림을 거쳐 현대 미술에 이르게 되었다. 

이 때의 오브제는 오늘과 같은 의미가 아닌 대상 객체로서, 

의 오브제이다 오브제가 순수한 조형적 대상으(Park, 1997). 

로 강조된 것은 입체주의의 조르쥬 브락크(George Braque)

와 피카소 에 의해 이루어 졌다 입체주의자(Pablo Picasso) . 

들은 르네상스 이래로 지속되어온 단일 시점을 포기하고 사

물의 존재성을 차원으로 재구성하는 다시점으로 전환하면3

서 모방을 통한 현실의 재현 즉 보았던 것 에서 보여 지, , ‘ ’ ‘

는 것 으로의 전환을 이뤘다 오브제를 직접 화면’(Sin, 2009) . 

에 넣어 회화에서의 재료 한계성을 극복하였고 눈에 보이는 , 

것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에서 벗어나 사물을 인식하고 재해

석하여 작가의 주관적 표현이 가능하게 한 콜라주기법으로 

나타났다.

입체주의에 이어 다다이즘에 나타난 마르셀 뒤샹  (Marcel 

의 소변기 샘 는 오브제 미술의 대표적Duchamp) ( : foun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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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예이다 뒤샹은 소변기를 전시장으로 가져왔고 일상적인 . , 

물품을 단순히 장소 및 공간이동을 통해 새로운 관점에 의

한 제목을 붙여 전시해 실용성을 가지고 있던 사물 본래의 

개념을 소멸 시키고 입체적인 외관만을 남기게 (Lee, 2000)

하였다 작품 제작에 있어 작가가 자신의 직접적인 가공이 . 

되지 않은 상태인 오브제를 전시함으로 기존 미학에 정면으

로 도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일상적인 레디메이드. , 

인 기성품을 작품으로 선택함으로써 제작과정(ready-made)

을 축소시켰고 그 결과물은 평면회화가 아닌 입체 조형물로 , 

나타났다. 

이렇게 다다이즘에 도입되었던 뒤샹의 레디메이드는 초현  

실주의에 와서는 거의 예술로 정착되었고 다다이즘이 추구, 

했던 부정적 예술행위와 모순을 극복하고 오브제의 전통을 

확립하게 되었다 초현실주의 작가들은 무의식적이고 비합. , 

리적인 그리고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나 신비한 것을 탐, 

구하고 표현하는 것을 새롭게 다가올 미래에 대한 미학으로 

주장 하였고 더페이즈망(Kim & Kan, 2013) , (d paysement)é
의 기법을 통해 상징화하여 무의식 세계를 표출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오브제를 사용하였다 다시 말하면 다(Kim, 2004). 

다이즘에서는 일상적 사물에서 그 본래의 용도는 물론 의미

까지도 완전히 박탈했다면 초현실주의는 일상적 사물의 실

용성과 오브제의 가치를 순수한 환상을 물체성으로 종합시

켰던 것이다. 

이후 네오다다이즘을 통해 아상블라주 기법  (assemblage) 

이 탄생했으며 아상블라주는 윌리엄 사이즈, (William C. 

에 의해서 기획된 년 뉴욕 현대미술관의 아상블라Saiz) 1961 ‘

주 미술전 개최 이후부터 일반적으로 현대 미술용어로 인’ 

정받게 되었으며 그는 그리거나 조각된 것이 아니라 조립“

에 의한 것으로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물이거나 공업제품으

로서 전혀 예술을 의도하지 않고 만든 물건에 의한 것(Lee, 

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또한 아상블라주는 생활주변2000)” . 

의 일상적인 물체를 오브제화 시키는데서 출발하여 도시생

활 환경에 근거한 도시 소비생활에 시점을 둔 오브제 표현 , 

기법 이라 볼 수 있다(Lee, 2000) .

년대부터 오브제 예술은 대량생산되는 제품과 매체의   1960

발달로 인해 더욱 활발해졌으며 년대에 접어들면서는 , 1980

대중적이고 시각 청각적인 것과 들을 예술로 끌어들이려는 , 

경향을 보이면서 자연현상 인간의 참여 소외된 물체 등 다, , 

양한 것을 예술로 끌어들이려는 오브제 예술이 등장하기 시

작하였다 즉 현대에서는 오브제가 오직 사물에만 한정되는 . , 

것이 아닌 기호가 될 수 있는 모든 대상으로 그 개념이 확

장되었다 이렇듯 오브제는 예술사에 있어 많은 영향을 미쳤. 

다고 볼 수 있으며 프랑스 비평가 로제 보르디에, (Roger 

는 현대 미술사의 변천을 오브제의 변천사로 규정할 Bordier)

만큼 현대예술에서의 표현 방법과 그 영역의 확장이 강조되

고 있다.

오브제의 표현 기법3) 

입체주의에서 직접 오브제를 사용하기 전까지는 단순히 모

방해야 할 대상으로 그쳤지만 이후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나타나면서 오브제의 개념은 변화하였다.

입체주의 다다이즘에서 재현된 오브제는 시간과 공간을   , 

직접적으로 제시하면서 관람자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유

도하였지만 그 이후 초현실주의 네오다다 팝아트 등에서, , , 

는 오브제의 사회적 의미를 이용하여 생소화시키는 수법들

이 진행되었고 미니멀 아트에 와서 더 이상 오브제 자체,  

의 의미나 표현 양식에 오브제의 개념이 범위가 확장되었다

오브제는 다양한 예술 양식을 통해 그 개념(Kim, 2004). , 

표현 방식은 확대되었고 실제로 존재하는 공간에 이르기까, 

지 범위를 넓히고 있었다.

이에 앞서 고찰한 오브제의 개념 및 발전과정을 통해 오  

브제가 공간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표현되고 있는지 분석하

기 위해 선행연구를 비교 조사하였다. 

먼저 오브제를 활용한 공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의 연구에서는 실내 디자인에서 보여 지는 오브제Sin(2009)

의 양상을 단지 예술적 가치를 가지는 것에서 벗어나 공간 

안에서 기능을 가질 수 있는 상징적 추상적 기능적으로 분, , 

류하였으며 빛과 그림자 색채까지도 비물질적인 오브제로 , 

포함하였다 이러한 비물질적 오브제까지 포함하는 것은 더 . 

이상 오브제는 사물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닌 기호가 될 수 

있는 모든 대상으로까지 그 개념이 확장되었기 때문(Lim, 

이라고 언급하였으며 해당 연구는 공간적 요소의 오2018) , 

브제를 조형성 구축성 빛과 색상 비물질성으로 분류하였, , , 

다.

또한 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오브제 기법의 특성  Lee(2000)

이 예술양식에서 영향을 받아 연출되었다고 언급하였으며 

이를 더페이즈망 자연 키네틱 컴바인, , (kinetic), (combine), 

반복 확대 아상블라주 재현 포장기법이 적용되었다고 하, , , , 

였다 의 연구 또한 각 예술사조에 나타난 특성. Han(2013)

을 토대로 표현 기법을 추출하였으며 해방적 환상적 기호, , 

적 전체적 문화적의 특성으로 분류하였다, , .

이에 본 연구는 앞선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의 오브제   

표현 기법을 토대로 로 정리하였다Table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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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Expression� Technique� Using� Objet�

The�
Current� of� Art

Expression Expressive� Characteristic

Cubisme The use of things

-Reproduction of reality through imitation

-Expansion of the scope of expression by presentation of a new 

direction in the selection and perception of things

Dadaism Ready-made

-A combination of functional objects within an already-existing lif

estyle or routine that causes a change to their arrangement or m

eaning

Surrealism D paysementé
-Creation of potential desires and fantasies by manipulation of th

e boundaries between reality and imagination

-A combination of unrelated objects

Neodadaism Assemblage

-A collection of non-artistic objects such as junk and the creation 

of artworks

-The introduction of an object into the work as irony satire or int

erpretation

pop art Recreated object

-A form of lfe to show the appearance of modern society itself

-Obhects reproduced by the author's personal methodology, mag

nified by the re-evaluation of the every life of the object

Minimalism Geometrical object

-The repetition, multiplication and nesting of the basic unit of sp

ace to form a continuous space

-The minimal art of extreme moderation in one's expression

패션쇼에�관한�고찰2.�

패션쇼의 개념1) 

패션 머천다이저 은 패션쇼란 음악 해설자 Mary D. Troxell , 

등과 함께 모델이 의상을 착용하고 등장하여 관객에게 이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고 은 패션, Stanley Goodman “

쇼란 패션 판매촉진을 위한 모든 활동 중에서 가장 극적이

고 압도적인 것으로 생동감 있고 움직이는 형태로 상품을 

보여주는 촉진적 매개체 라고 정의하였다” (Jang, 2002).

과거에는 단순히 디자이너가 자신의 작품을 선보이는 것  

에 그쳤지만 현대에 와서는 디자이너의 브랜드 이미지 고취

와 수입 창출 등 그 의미와 중요성이 더욱 다양해 졌다 또. 

한 과거에는 바이어 프레스 각 브랜드의 셀러브리티, , VIP, 

등을 초대하여 그들만 누릴 수 있는 비공개 행사(celebrity) 

로 진행되었다면 최근에 들어서는 각 브랜드의 공식 홈페이, 

지 혹은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대중들도 실시간으로 관람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장르에 의미를 두지 않는 총체예술의 구, 

현으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또한 (Jang, 2002). 

몇몇 브랜드는 과 같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브랜드VR

의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녹화된 패션쇼를 가상현실 (flagship) 

헤드셋으로 관람하며 런웨이 무대 바로 앞에서 관람하는 현

실적인 느낌 의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Liu & Kwon, 2019)

다 그렇기에 많은 패션하우스들은 패션쇼에 많은 공을 들이. 

고 있다 실제로 대중들도 셀러브리티 패셔니스타 등의 패. , 

션스타일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스타일을 선

호하고 소비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패션쇼를 통해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Importance of fashion,” 2017).

현재 패션쇼는 오트쿠튀르 프레타포르테  (haute-couture), 

두 가지로 개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파리(Pret-A-Porter) . , 

밀라노 런던 뉴욕을 세계 대 컬렉션으로 부르고 있으며, , 4 , 

통상 연 회 봄 여름 가을 겨울 로 각 시즌의 2 S/S( , ), F/W( , )

반년 전에 개최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프리폴 리조(pre-fall), 

트 컬렉션 등 시즌 사이의 작은 컬렉션들이 발표되(resort) 

기도 한다(Le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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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쇼는 새로운 시즌에 앞서서 패션 트렌드를 전달하고   

의상 액세서리 등 패션에 관한 전체적인 스타일 무드를 모, 

델이 착용하여 전달하며 무대 디스플레이 조명 음악 등 , , , 

다채로운 쇼 형식이 가미되어 진행된다 이러한 이벤트의 궁. 

극적인 목적은 연출하고자하는 패션 이미지를 보다 완벽하

게 연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비록 다른 패션 매체의 . 

유형과 달리 시공간적인 한계점이 있으나 연출된 런웨이 디

스플레이 위에 패션 이미지가 보여 지기 때문에 브랜드에서 

추구하는 시즌 이미지를 가장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다 그. 

렇기에 현대 패션쇼는 예술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갖추기 위

해 시각적 행위적 측면에 비중을 두어 현대 매체의 다양한 , 

창작 및 공연 요소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Sung, 2010). 

과거 패션쇼의 기능이 의상을 사줄 수 있는 고객이나 일  

반대중에게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하나의 마케팅 수단이

었다면 현대사회에서는 패션 영역에서 창출한 문화공연 형

태로서 인정 받으며 관객들과의 상호작용을 (Hwang, 1999)

하며 시각적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패션쇼의 구성 요소2) 

관객은 패션쇼를 관람하고 있는 그 시간 동안에는 인공적으

로 만들어진 런웨이 공간을 실제라고 믿게 된다 실제로 시. 

즌 무드를 반영해 완벽하게 연출된 공간이기에 그 공간 안

에서 패션하우스와 관객들은 쇼라는 매개체를 통해 공감대

를 형성할 수 있다. 

패션쇼 런웨이 공간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 중 가장 중  

요한 것은 시각적 요소이다 런웨이 무대에서 보이는 상황을 .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야하며 그 공간을 통해 전체적인 브랜

드의 시즌 콘셉트를 전달하기 때문이다 연출된 런웨이 공간. 

은 실재가 아니기에 가장 처음 보이는 시각적 요소가 명확

하게 표현되어야 관객들로 하여금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

는 것이다. 

패션쇼의 요소는 내적요소와 외적 요소로 나눌 수 있는  

데 내적요소로는 주제 연출 장소 관객 홍보 등이 있으며, , , , , , 

외적요소로는 무대 음악 조명 의상 등이 있다, , , (Shin, 

여기서 런웨이 디스플레이를 구성하는 것에서는 주2005). 

제 연출 장소 무대 음악 조명 의상이 중요한 요소일 것, , , , , , 

이다. 

먼저 무대는 패션쇼장에서 전시적 효과를 극대화 시켜주  

는 요소로 중요한 역할 을 하며 의상을 이미지(Jang, 2002) , 

화하는 것으로 의상을 전시하는 것과 드라마틱한 강조로 시

각적인 외관과 목적을 이해시키는 것이다 쇼의 (Yun, 2001). 

전체적인 분위기를 좌우하고 의상의 콘셉트를 더욱 돋보이

게 보조해주는 도구로써 인공적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사물, 

을 재배치하여 공간을 구성한다 이러한 사물의 배치를 사용. 

해 조형적으로 만들어진 런웨이 공간은 배경과 물리적인 환

경을 제공해 현실성을 최대한 느끼게 하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역할 을 하며 시즌의 이미지를 더(Jeong, 2007)

욱 극대화 시킨다 패션쇼는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선보이는 . 

문화의 한 형태로 자리 잡으면서 패션에 대한 정보가 없는 

이들도 대다수 관람하게 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기에 관객

에게 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요소로 무대의 형태는 매

우 중요하다(Hwang, 2008).

무대와 더불어 의상을 잘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 외  

적요소는 조명이다 단순히 밝게 비추는 빛에 머물지 않고 . 

모델의 움직임을 돋보이게 하며 관객의 시각적 정서에 직접

적으로 작용한다 시각적 사실적 심미적 요소를 통해 무대 . , , 

위의 분위기를 설정하여 쇼의 흐름과 분위기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한다 이러한 표현은 크게 조명의 강도 색감. , 

의 표현 배치에 의한 변화로 볼 수 있으며 조, (Shin, 2005) 

명에 의해 보여주고자 하는 이미지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

이 있기 때문에 연출자는 조명이 가진 효과에 대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통제되고 연출되어진 조명은 음악에서 악보와 비슷한 존  

재로 그만큼 조명이 융통성과 가변성을 가지고 다양하게 무

엇인가를 강조함으로써 사실적인 가치보다는 오히려 무대연

출의 정서적 가치를 불러일으키는 기회를 제공한다(Jang, 

2010).

무대 조명과 더불어 현대 패션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  , 

는 시각적 요소에는 영상 특수효과 등이 있다 쇼가 진행되, . 

는 내내 영상을 틀어 전반적인 쇼의 분위기를 이끌기도 하

며 특수효과를 통해 런웨이 디스플레이 요소가 더욱 화려하, 

고 웅장하게 표현될 수도 있다 이러한 시각적 효과와 더불. 

어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청각적 요소이다 패션쇼의 음악. 

은 쇼장의 현장감과 생동감을 느끼게 해주며 의상의 콘셉트 

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패션쇼를 구성하고 있는 외적 요소들은 단순한   

무대장치일 뿐이지만 의상을 전개하는 것에 있어 중요한 요

소이며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하여 시청각적 효과를 , 

극대화하여 최대의 효과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대�패션하우스의�런웨이�디스플레이�.�Ⅲ

년대를 전후로 런웨이는 시대적 트렌드의 전달 상업적2000 , 

인 성격과 함께 예술성 대중성을 동시에 갖춘 복합적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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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 행위적 측면의 비중이 많아지기 시작 하면(Lee, 2012)

서 구조적인 오브제의 활용이 보편화 되었다 년대 초. 2000

반에 들어서면서 단순한 무대 디자인에서 벗어나 장식이고 

구조적인 런웨이 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겐조 의 . (Kenzo)

년 컬렉션에서는 여객선을 타고 떠나는 여행을 테2006 S/S 

마로 여객선에서 내리는 모습을 형상화 하였고 펜디, (Fendi)

의 년 컬렉션에서는 중국 만리장성의 양쪽 벽을 2008 S/S 

그대로 사용한 패션쇼장을 구성하여 화제가 되었다.

많은 패션 하우스에서는 주로 시각적 이미지 표현을 통해   

배경 영상 이미지 런웨이의 무대 등을 활용하여 패션쇼장, , 

의 전체가 하나로 인식되거나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조로 표

현하고 있으며 런웨이에 나타난 대상물들이 단순한 형상을 , 

이루는 것이 아닌 인체나 오브제로 구성되어 군집을 이룸으

로 전체의 형태로 시즌 테마를 인지시키고 있었다 런웨이 . 

디스플레이에 장식적인 효과를 더하면서 패션쇼는 단순히 

의상만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 뿐 아니라 의상을 표현하는 

하나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었다.

디스플레이로 활용된 오브제는 상황과 주제에 맞추어 철  

저한 계산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오브제 자체의 기능적인 특

성은 사라지고 설치 된 오브제만이 남아있기에 디자이너가 , 

오브제에 새로운 특성을 부여하여 런웨이 디스플레이를 완

성하는 것이다. 

Figure� 1.� Characteristics� of� the� Objet� Expression� Technique�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의 연구에서는 조형적   Hwang(2008)

오브제의 활용 장식적 오브제의 활용 미니멀한 오브제를 , , 

활용 테크놀로지의 활용으로 분류하였고 년대에 들어, , 2000

서면서 이전시대와 달리 장식성이 뛰어난 포스트 모더니즘

적 경향을 띄고 있다고 말했다.

의 연구에서는 런웨이의 무대의 형태 분석을 유  Lee(2012)

사성 폐쇄성 근접성 연속성 형상과 배경으로 분류하였으, , , , 

며 무대 위에 연출된 조형물들을 연속되고 통합된 하나의 , 

형태의 대상물이 된다고 말하였다 또한 의 연구. Lee(2017)

에서는 인터미디어를 활용한 런웨이 무대로 그 범위를 제한

하여 연구하였으며 연출방법에는 매개적 무대 연출 퍼포먼, 

스 연출 상징적 오브제 활용 뉴미디어 활용 예술과의 결, , , 

합으로 분류하였고 예술과 패션쇼의 결합이 만들어낸 결과

라고 말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앞선 이론적 고찰에서 연구한 오브제 표  

현기법과 선행연구들의 오브제 표현 기법을 토대로 런웨이 

디스플레이의 오브제 표현 기법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그 특. 

성은 미술사조와 표현 기법을 통해 추출하였으며 재현성, , 

단순성 비예술성 환상성이다 이에 대한 내용은 이, , . Figure 1

다.

앞서 도출한 오브제의 표현 특성을 활용하여 런웨이 디스  

플레이를 연출한 패션 하우스를 조사하였으며 재현성 단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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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비예술성 환상성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조사한 범위, , . 

는 보그 런웨이 카테고리에 언급된 개의 패션 하우스 중 485

회 이상 지속적으로 오브제를 활용하여 런웨이 디스플레이5

를 구성한 브랜드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그 패션 하우스. 

들은 와 같다Table 2 .

이상 개의 패션하우스에서는 최근 년 동안 꾸준하게   23 5

오브제를 활용한 런웨이를 선보였다 총 번의 컬렉션 중 . 207

오브제를 활용한 컬렉션은 번 이었으며 각 특성 별로 170 , 

Table� 2.� A� Collection� of� Fashion� Houses� Using� an� Objet

Designer�

Season

20
S/S

19
F/W

19
S/S

18
F/W

18
S/S

17
F/W

17
S/S

16
F/W

16
S/S

Alexander McQueen s s r s s

Burberry n s s f s s

Chanel r r r r r r r r r

Christian Dior f s s s s r s r

Coach f s n r r r n r r

Dolce & Gabbana r r s s s r r r r

Gucci f s s r r s r s s

Jacquemus f r r r f n

Kenzo s s r r f s f s s

Lanvin r f f f f f

Louis Vuitton f s f f f s s

Marni s n n n n s s s s

Miu Miu f s s s s s s s

Moschino r r s s r r r r r

Off White f s f s r s

Philipp Plein f r n n r r n

Prada s s s s s s

Ralph Lauren f f f s n r

Rick Owens f s f f f s f f

Saint Laurent f s r s n s f

Thom Browne f r r r s r f r s

Tommy Hilfiger s r s r r r r

Vetements f r f f f

 * reproducibility=r, simplicity=s, non-artificiality=n, fantasy=f

분류해 보면 재현성 회 단순성 회 비예술성 회 환56 , 63 , 13 , 

상성 회로 단순성이 로 가장 많이 선보인 오브제 표38 37%

현 특성이었다.

오브제를 활용한 런웨이 디스플레이는 시 공간적 배경을   , 

바탕으로 디자이너의 시점에서 나타나는 이미지로 관객을 

런웨이 속으로 유도하는 몰입감을 조성할 수 있었다 또한 . 

시즌 패션하우스에 따라 구성되는 형태는 다양했으며 오브, , 

제를 활용하여 무대 구성을 연출하거나 특정 장소에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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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되어 있는 오브제를 활용하여 내용에 있어 변화를 꾀하

여 연출한 형태도 있었다.

오브제�표현�기법을�활용한�패션하우스의�런웨이�.�Ⅳ

디스플레이

특정 공간에 디스플레이 된 오브제는 단순히 장식만을 위한 

것이 아닌 연출자에 의해 의식화되어 놓인 것이며 관객들의 , 

감각을 이끌어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연출자에 의해 의도. 

적으로 표현된 오브제는 예술적 의미만 포함하는 본래의 오

브제와는 달리 기능적인 측면을 가지고 작용하여 오브제와 

공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폭 넓은 시각효과를 제공한다 이. 

에 공간에서의 오브제 요소는 공간 개념을 형성하는 중요한 

환경 구성요소로 인식된다고 볼 수 있다.

초기 미술사에서 오브제의 개념은 물질적인 형태라는 협  

의로만 이해되었지만 점차 오브제의 개념과 대상 확장에 영

향을 받아 비물질적인 것 비가시적인 것 등을 모두 포괄하, 

는 인간의 공간 인지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확장(Kim,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연출된 공간에 있어서의 오브2004) . 

제적 표현은 연출자가 창조의 행위로써 관객과의 커뮤니케

이션을 위하여 독자적인 디자인 어휘로 작용하고 있었으며, 

연출된 공간의 풍부한 의미를 전달 하고 있었다(Sin, 2009) .

 

재현성1.�

재현성은 어떠한 숨은 뜻이나 목적이 없이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를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평범한 상황을 예술로 끌어들. 

이면서 주제에 맞는 상황을 자연스러운 오브제를 활용하여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공간처럼 재현하고 있었다 이에 재현. 

성에서는 오브제의 사용이 가장 중요하게 드러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런웨이 디스플레이에서 재현성은 패션쇼가 . 

개최되는 장소에 디자이너가 표현하고자 하는 콘셉트를 그

대로 재현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수많은 오브제가 사용되고 , 

있었다.

샤넬은 매 시즌 특정 테마를 가지고 그 상황을 완벽하게   

재현한 디스플레이를 선보이는데 년 가을 오트쿠튀르, 2010

에서는 가브리엘 샤넬의 별자리인 사자 모양의 동상, 2013

년 레디 투 웨어 에서는 풍차 발전기S/S (ready to wear) , 

년 레디 투 웨어에서는 파리 거리 등 년대 초2015 S/S 2000

반부터 꾸준히 시즌 콘셉트를 완벽하게 재현한 형태로 나타

났다 이렇게 오브제를 통해 샤넬만의 콘셉트를 완벽하게 재. 

현하는 샤넬은 년 에서는 로켓을 오브제2017 F/W(Figure 2)

로 사용하였다 년 샤넬은 년대 우주 개발 . 2017 F/W, 1960

시대와 함께 성행했던 레트로 퓨처리즘 을 - (retro-futurism)

트렌드로 제시하였고 이에 파리 그랑 팔레 에, (Grand Palais)

서 열린 패션쇼에 우주 정거장을 만들었다 샤넬의 디F/W . 

렉터 칼 라거펠트 는 우주비행사를 따라 별(Karl Lagerfeld) “

자리 속으로 우주여행을 떠나는 것”(“Finally, the universe", 

이라고 말하였고 런웨이 한 가운데 의 거대한 2017) , 35m

로켓을 설치되었다 런웨이가 끝난 후 로켓은 그랑팔레 천장. 

으로 솟아올랐다.

또한 년 레디 투 웨어 컬렉션 에선 마  2018 F/W (Figure 3)

치 야외라고 착각을 일으킬 만한 인공 숲을 그랑 팔레에 완

벽하게 재현하였다 년 이상 된 그루의 나무와 나뭇잎. 100 20

으로 덮인 인공 숲으로 재현되었으며 갖가지 잎들이 어우“

러진 인디언 서머의 아름다움을 표현했습니다 라고 칼 라거”

펠트는 말했다 그의 말에 걸맞게 의상들은 (Sarah, 2018a). 

가을 나뭇잎 컬러인 레드 오렌지 브라운 그린 컬러가 돋, , , 

보였으며 카멜리아 문양에는 나뭇잎이 추가되어 런웨이 디, 

스플레이와 의상이 조화되었다. 

샤넬은 년도 인공 숲에 이어 년도 에서  2018 F/W 2019 S/S

는 인공으로 만들어진 해변에서 여름 시즌 컬렉션을 선보였

고 년도 에서는 눈으로 뒤덮인 통나무 오두막 마, 2019 F/W

을에서 겨울 시즌을 발표했다 눈 덮인 샤넬 가든(Figure 4). 

으로 꾸며진 디스플레이에 고드름 깨지는 소리와 같은 사운

드 트랙이 의상과 어우러져 컬렉션의 분위기를 완벽하게 만

들었다 한 마을의 겨울 풍경을 만들었고 재현된 오브제의 . , 

활용으로 쇼를 관람하는 그 순간만큼은 그 곳이 실제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계절감에 맞는 디스플레이는 의상의 무드를 더욱 돋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며 샤넬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디, 

스플레이의 재현 방법이다 재현을 통한 디스플레이는 샤넬 . 

뿐 아니라 많은 패션 하우스에서 선보이는 방법이다.

년 코치 는 보헤미안 정신에 바탕을 둔   2016 F/W (Coach)

스쿨 룩을 선보이며 런웨이를 아이비리그 대학의 체육관으, 

로 만들었다 패션쇼장 안에 가벽을 세워 농구 코(Figure 5). 

트의 바닥 부분을 표현하였으며 관객석은 마치 농구 코트의 , 

응원석과 같은 계단형태로 구성하여 체육관의 모습을 완벽

하게 재현하였다.

년 구찌 의 디렉터 알렉산드로 미켈레  2018 F/W (Gucci)

는 도나 해러웨이 의 (Alessandro Michele) (Donna Haraway)

사이보그 선언 과학 기술 사회주의 페미니즘을 읽고 영감, -

을 받았으며 이에 성별의 기준과 인종의 범주에 얽매이지 , 

않는 사이보그를 미래의 아상적인 인간상으로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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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걸맞게 모델들은 자신의 얼굴과 똑(Sarah, 2018b). 

같은 모형을 들고 생기 없는 표정으로 런웨이를 걸었으며, 

런웨이는 병원의 수술실로 표현 되었고 미켈레는 (Figure 6) , 

내 머릿속에 있는 실험실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년 타미힐피거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커뮤니  2019 F/W 

티인 뉴욕 업타운의 할렘 뮤직홀을 재현하였다 그 곳에는 . 

무언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고 역사와 영, 

혼이 있는 꿈의 장소라고 표현하였다 이에 (Okwodu, 2019). 

런웨이에는 년대 할렘에서 영감을 받은 가죽 팬츠 긴 1970 , 

스카프 셔링이 들어간 셔츠와 같은 룩을 입은 모델들이 등, 

장하였으며 런웨이 디스플레이에서는 자동차 당대의 도시 , , 

외관 등을 재현된 오브제로 표현하여 디스플레이를 완성

하였다(Figure 7) .

런웨이 디스플레이에서 오브제의 재현성은 위의 사례들과   

같이 디자이너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과 같이 사실적으로 묘사되는 특징이 돋보였다 이것은 곧 . 

Figure� 2.�
2017� F/W� Chanel

(bagaholicboy.com)

Figure� 3.�
2018� F/W� Chanel

 (www.wmagazine.com)

Figure� 4.�
2019� F/W� Chanel
(www.flaunt.com) 

Figure� 5.
2016� S/S� Coach

(www.bizbash.com)

Figure� 6.
2018� F/W�Gucci

(www.infobae.com)

Figure� 7.
2019� F/W� Tommy� Hilfiger

(me.popsugar.com)

직접적으로 평범한 순간을 연출하는 기법으로 자연스러운 

공간이 연출되었다.

단순성2.�

단순성은 미니멀리즘에서 나타난 표현 특성으로 기하학적인 

오브제를 주로 사용하여 주관적 표현과 감정을 극도로 절제, 

하고 순수한 새로운 형태의 언어로 표현되었고 그렇기 때문, 

에 형태적으로 엄격함을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단순. 

성의 특성에서는 오브제가 의도하고자 하는 것이 오브제 자

체의 성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브제와 그것이 존재하는 

공간으로 확대 되는 성격을 보인다 이에 런웨이 (Kim, 2004) . 

디스플레이에서는 오브제 자체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닌 

콘셉트에 대한 사고와 같은 상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과장 확대 반복 등의 단순하고 기하학적인 조형물로 표현, , 

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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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겐조의 컬렉션에서는 정확하게 재단되어   2016 S/S 

완성된 미니멀리즘을 담은 아치와 계단을 볼 수 있었다 런. 

웨이 곳곳에 설치된 아치형 기둥은 모두 같은 컬러 크기를 , 

이루고 있었으며 이러한 조형물이 반복되면서 화려한 겐조

의 의상을 더욱 돋보이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Figure 

디올 은 년 무한대의 사운드와 시간을 테마로 8). (Dior) 2016

컬렉션을 선보였다 이에 런웨이 무대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 

둥근 아치 모양과 파여진 원형의 모양을 조형물로 세워 끝

없는 영속에 대한 표현을 연출하였다(Figure 9). 

미우치아 프라다 가 이끄는 미우미우  (Miuccia Prada) (Miu 

도 런웨이 디스플레이에 있어서는 단순한 연출을 하는 Miu)

패션하우스 중 하나이다 년도 에서 미우미우는 스. 2016 S/S

웨터와 깅엄 셔츠위에 나일론으로 된 원단을 겹겹이 쌓아 

레이어링한 스타일을 선보인 그녀는 불합리적인 대조적인 , 

것들의 대한 조화를 테마로 정했다 이에 우리가 처한 시대. “

는 극단적이며 정치 성향은 양쪽으로 갈리곤 한다 이러한 , . 

Figure� 8.�
2016� S/S� Kenzo

(www.yahoo.com) 

Figure� 9.�
2016� F/W� Christian� Dior

(www.thecut.com)

Figure� 10.�
2016� S/S� Miu� Miu
(www.dezeen.com)

Figure� 11.�
2019� S/S�Miu� Miu�

(www.wallpaper.com)�

� Figure� 12.�
2017� S/S� Marni

(footwearnews.com)

Figure� 13.� 2020� S/S� Alexander�
McQueen�

(www.yahoo.com) 

상황에서 우리는 종교적 신념이나 지하클럽 등에 이끌려 탈

출구를 찾는다 라고 말하였으며 이번 시즌 런.” (Sarah, 2015) 

웨이 공간을 지하 뮤직 클럽과 같은 무드로 연출하였다 메. 

탈릭한 금 은색 컬러로 기하학적인 거대한 아치 모양을 만, 

들었고 계단에서 내려와 그 아치 모양을 통과함으로 일상의 , 

탈출이라는 느낌을 표현하였다 미우미우는 (Figure 10). 2017

년도 년도 컬렉션에서도 단순한 반복과 기하S/S, 2018 S/S 

학적인 조형물을 통한 런웨이 디스플레이를 선보였으며, 

년도 에서는 미우미우의 스펠링을 거대한 조형물로 2019 S/S

런웨이를 구성하였다 그동안 선보였던 스타일과는 다르게 . 

완벽하고 정확하게 재단된 블레이저 재킷 스커트 등을 매치, 

하였고 이러한 스타일 무드와 어우러진 정확하게 재단된 미, 

우미우의 스펠링 조형물 디스플레이를 볼 수 있었다(Figure 

11).

마르니 는 대표적인 미니멀리즘 성향을 보이고 있  (Marni)

는 패션하우스이다 마르니는 전체적으로 절제된 세련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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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셉트로 브랜드를 전개하고 있으며 이에 걸맞게 런웨이 디, 

스플레이에서도 미니멀리즘의 단순성의 특징이 강하게 나타

났다 매 시즌 미니멀한 의상과 함께 런웨이 디스플레이도 . 

단순하면서도 기하학적인 조형물 연출로 브랜드의 이미지와 

아이덴티티를 살린 쇼를 선보이고 있다 년도 컬렉. 2017 S/S 

션을 보면 의상에서도 볼 수 있듯 화이트 뉴트럴 베이지, , , 

블랙 컬러를 활용한 건축 프레임을 만들어 런웨이 디스플레

이로 활용 하였다(Figure 12) .

알렉산더 맥퀸 은 화려하고 아방가  (Alexander McQueen)

르드한 의상과는 다르게 년도 컬렉션에서 미니멀한 2020 S/S 

특성의 런웨이 디스플레이를 연출하였다 자연에서 영감을 . 

받은 이번 시즌은 런웨이 바닥 기둥을 목재를 사용하였으, 

며 천장에는 화이트 컬러의 휘장으로 여성스러운 부드러움, 

을 표현하였다(Figure 13).

이처럼 런웨이 디스플레이에서의 단순성은 같은 패턴을   

연속하여 반복하거나 기하학적인 구조물로 나타났으며 이러, 

한 특성은 오브제를 하나의 조형물로 인식함으로써 의상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비예술성3.�

비예술성은 다다이즘의 일반 기성 제품을 예술로 승화시킨 

레디메이드 네오다다이즘의 폐품이나 비예술적인 제품을 예, 

술작품으로 승화 시키는 아상블라주를 통해 예술과 일상을 

동질화 시키는 오브제의 표현 기법을 보이고 있다 이에 패. 

션쇼 런웨이 디스플레이에서도 예술적이지 않은 일상적인 

소재를 런웨이 오브제로 설치해 새로운 관점을 부여하였다.

필립 플레인 의 년도 에서는 기계식   (Philipp Plein) 2016 S/S

Figure� 14.�
2016� S/S� Philipp� Plein� �

(www.elle.com)

Figure� 15.�
2018� F/W� Philipp� Plein� �
(ko.depositphotos.com) 

Figure� 16.� �
2017� F/W� Ralph� Lauren�

(www.nytimes.com) 

런웨이가 등장하였다 필립 플레인은 오늘날 우리의 삶은 기. 

계와 전자기기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그러한 기계가 없이 

우리는 생존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컨베이어 벨트로 패션쇼

를 진행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였다 쇼가 시작(Luke, 2015). 

함과 동시에 갖가지 기계들은 움직이기 시작하였고 로봇이 , 

드럼을 연주하였다 모델들은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섰고 로. , 

봇은 모델을 스캔 후 선글라스 핸드백 액세서리 등 모델에, , 

게 맞는 제품을 전달하였다 런웨이에서 새로운 (Figure 14). 

시도를 한 필립 플레인은 년도 에서도 로봇을 등2018 F/W

장 시켰다 런웨이가 시작됨과 동시에 벽을 뚫고 나온 로봇. 

은 뒤이어 나온 모델과 함께 워킹을 시작하였다(Figure 15). 

예술과 무관한 기계 로봇을 등장시키면서 그 자체를 예술로 , 

만들었고 필립 플레인의 쇼들은 항상 패션쇼 그 이상이라는 , 

평가를 받았다. 

랄프로렌 의 년도 쇼에서도 패션  (Ralph Lauren) 2017 F/W 

과 관련 없는 일상의 오브제가 등장 하였다 그는 (Figure 16) . 

년도 시즌의 콘셉트를 랄프의 차고 라고 명명하2017 F/W ‘ ’

였으며 자신의 집 자동차 차고에서 런웨이를 개최하였다, . 

런웨이 중앙에는 슈퍼카인 페라리 포르쉐 부가티 등 고가, , 

의 빈티지 자동차가 전시되었으며 이번 컬렉션에서 자신이 ,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로부터 영감을 받아 구조적인 실루엣

이 결합된 페미니티니의 대담하고 강렬한 느낌을 표현하였

다고 말했다(Chioma, 2017).

레디메이드 표현 기법은 패션쇼 자체에 새롭고 신선한 이  

미지를 주며 패션 외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었다 비예, . 

술성의 오브제 특성에서는 레디메이드 표현 기법 뿐 아니라 

아상블라주의 기법도 자주 등장하였다.

생 로랑 의 년도 컬렉션은 건설  (Saint Laurent) 2017 F/W 



148 패션비즈니스�제 권� 호� � � � � � 24 2

Figure� 17.�
2017� F/W� Saint� Laurent�

(www.vogue.com)

Figure� 18.�
2017� S/S� Coach�

(theenchantedboudoir.blogspot.com) 

Figure� 19.�
2018� F/W�Marni�

(www.livingly.com)

현장에서 진행되었다 다 완성되어지지 않은 그대로의 크레. 

인 철제 기둥 포장되지 않은 벽과 바닥을 런웨이의 공간으, , 

로 선보였다 혹은 년도 컬렉션의 코치(Figure 17). 2017 S/S 

의 런웨이와 같이 버려진 차와 낡은 고철을 가져와 디스플

레이를 한 사례도 있다 컬렉션은 아메리칸의 이. 2017 S/S 

상향을 추구하는 동시에 혁신적인 서브 컬처에서 영감을 받

아 빛바랜 플라워 패턴 바이커 재킷 등을 발표하였고 스터, , 

드 프린지 메탈과 같은 장식을 더해 뉴욕 시티의 새로운 , , 

스타일을 제안하였다 가동되지 않은 날 것을 표현한 이번 . 

컬렉션은 이러한 패션 무드에 맞춰 폐차된 자동차 낡은 고, 

철들로 디스플레이를 하였다(Figure 18).

년도 마르니는 과잉생산에 대한 비판을 표현하  2018 F/W 

였다 이에 버려진 쓰레기 낡은 직물 오래된 카펫 남겨진 . , , , 

건축 자재들을 디스플레이에 오브제로서 배치하였다 이것은 . 

과잉 생산으로 창고에 남겨진 것들을 표현 하였(Figure 19)

다 마르니는 재활용 직물로도 세련된 스타일이 완성될 수 . 

있다고 말하였으며 지속가능한 패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비예술성은 모든 제품을 예술로 승화시킬 수 있다  

는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의외의 장소에 의외의 물건이 배치, 

되면서 유머를 느끼게 해주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버려진 . 

것들에 대한 관심으로 현대 사회를 비판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 

환상성4.�

오브제 표현 특성 중 환상성은 초현실주의의 더페이즈망 기

법의 특성으로 볼 수 있다 더페이즈망 기법의 일반적인 정. 

의로는 현실적인 사물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 본래의 용도,

기능 의미를 현실적 문맥에서 이탈시켜 그것이 놓일 수 없, 

는 낯선 장소에 설치시킴으로써 초현실적인 환상을 창조해

내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위치의 전환을 통(Lee, 2000). 

해서 일상적인 관념을 해체시키면서 전혀 다른 새로운 의미

로 어떠한 공간에 적용되는 것이다 어떠한 사물을 그 속성. 

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내포한 장소에 표현함으로 시각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무질서는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 

있는 이미지에 대한 심리적 충격을 주는 효과를 가지며 본, 

질을 드러내고 발상의 전환으로 재미를 주거나 현실을 풍자

하는 효과도 준다(Hong & Bae, 2018) .

루이비통 은 대표적인 위치의 전환을 통한   (Louis Vuitton)

오브제로 패션쇼를 진행하는 브랜드이다 루이비통은 . 2017

년도 컬렉션에 이어 년도 에서도 프랑스의 F/W 2018 F/W

명소인 루브르 의 메인 장소인 마를리 홀에서 신고(Louvre)

전주의 예술가들의 조각상들 사이로 펼쳐졌다(Figure 20). 

년도 의 콘셉트는 과거와 현재의 전형적인 프랑스 2018 F/W

여성의 젊은 시절이다 이러한 콘셉트에 맞게 프랑스의 상징. 

인 루브르 박물관에서 컬렉션을 선보인 것이다 과잉 장식을 . 

피한 전통적인 테일러링 은 현대에 맞게 재창조되(tailoring)

었고 이국적인 스타일의 톱과 절묘하게 매치되었다 수석 디. 

렉터인 니콜라스 제스키에르 는 나는 (Nicolas Ghesquiere) “

미래의 세계와 과거의 흔적 사이의 경계에 매료되었다 이번 . 

컬렉션에서 나는 어린 시절의 여성들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

았다 가족과 나의 내면에 있던 사람들 나를 보았던 사람들. , 

은 자라면서 나의 심미안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고 .”

말했다 고전과 현대의 조화를 추구하는 루이(Nicole, 2018). 

비통의 컬렉션은 년도 까지 이어졌다 역사와 문화2019 F/W . 

의 테두리를 넘어 디지털과 현실까지 믹스한 슈퍼 모던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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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 코드는 퐁피두센터의 외관 디스플레이와 완벽한 조화

를 이루어 냈다 퐁피두센터는 파리의 대 미술(Figure 21). 3

관 중 하나로서 연대별로 다양한 소장품을 전시하고 있어 

과거의 것과 현대의 요소를 혼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년도 루이비통 콘셉트와 완벽하게 어우러졌다2019 F/W .

파리컬렉션에서는 프랑스의 명소를 런웨이 오브제로 활용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으며 년도 컬렉션에서 생로2020 S/S 

랑은 에펠탑 앞에 런웨이 무대를 설치하였다 레이저 빔과 . 

에펠탑의 빛만을 오브제로 활용해 컬렉션을 완성시켰다

이러한 고전적인 역사가 담긴 명소 뿐 아니라 (Figure 22). 

패션쇼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야외 뜻밖의 장소에서, 

도 패션쇼는 개최되고 있었다.

년도 톰 브라운 여성복은 풀  2017 S/S (Thom Browne) 

파티로 관객을 초대하였다 알록달록한 타일로 꾸며(pool) . 

진 실내 수영장 안에 모델들은 수영모자와 같은 모자에 가

운을 착용하고 런웨이에 등장하였다 이후 쇼가 진행 될수록 . 

가운을 벗고 년도 룩을 드러냈으며 쇼의 마지막 2017 S/S , 

Figure� 20.�
2018� F/W� Louis� Vuitton�

(www.elle.vn)  

Figure� 21.�
2019� F/W� Louis� Vuitton

(www.nytimes.com)

Figure� 22.�
2020� S/S� Saint� Laurent�

(www.whitewall.art)

Figure� 23.�
2017� S/S� Thom� Browne� � �
(www.fashionsnap.com)  

� Figure� 24.�
2020� S/S� Vetements� �

(evoke.ie)

Figure� 25.�
2020� S/S� Jacquemus� �
(latexmagazine.com)

부분에는 착용한 룩을 벗고 수영복을 드러내며 마무리 된다

(Figure 23).

년도 시즌 하이패션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패  2020 S/S 

스트푸드점이 베트멍 에 의해 런웨이 장소로 선(Vetements)

택되었다 베트멍의 디자이너 뎀나 바잘리아. (Demna 

는 샹젤리제 거리의 맥도날드 매장에서 패션쇼를 Gvasalia)

열었다 경찰 복장의 한 남성이 트럭에서 내려 맥도날드로 . 

들어가 검문을 하는 것처럼 매장을 한 바퀴 돈 후에 정문으

로 나오는데 이것이 베트멍 쇼의 오프닝이다 이후 은행 직, . 

원 바이커 펑크족 등이 뒤이어 맥도날드 매장을 들어갔다 , , 

나오고 어떤 모델은 감자튀김을 들고 있기도 했다.

그는 구소련이 무너지고 조지아에 서양 문화가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오픈한 매장이 맥도날드였고 어린 시절 그에, , 

게 그것은 자본주의의 상징으로 각인되었다(Sarah, 2019). 

그는 자본주의에 따라 움직이는 사회를 적나라하게 패션쇼

를 통해 표현하였다(Figure 24).

자크뮈스 는 본래의 있는 그대로의 자연 혹은  (Jacquemus)



150 패션비즈니스�제 권� 호� � � � � � 24 2

인공 건축물을 그대로 활용하는 런웨이를 많이 선보인다 지. 

난 시즌에는 마르세유의 바닷가를 런웨이로 만들더니 이번 

년도 컬렉션에서는 프로방스의 보랏빛 라벤더 밭에2020 S/S 

서 런웨이를 개최하였다 굴곡이 심한 라벤더 밭의 어느 작. 

은 마을에 핑크 컬러 카펫만을 깔아 런웨이를 연출하였고, 

특별한 조명장치 없이 햇빛으로 런웨이를 비춰 한 폭의 그

림 같은 상황을 연출하였다(Figure 25).

런웨이 디스플레이에서 환상성은 시각적 심리적 충격을   , 

주는 요소로 작용하여 새로운 장면을 연출함으로써 관객들

에게 환상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었으며 현실적인 모습에서 , 

개인의 심리적인 경험 혹은 생각을 표출해냄으로써 오브제

를 상징 기능의 개념을 부여하였다.

결론.�Ⅴ

본 연구는 미술양식에서 시작한 오브제 표현이 런웨이 디스

플레이를 통해 컬렉션에 표현된 사례를 알아보았고 오브제, 

를 통해 더욱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과 브랜드 이미지의 고

취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가능성에 그 목표를 두었다. 

첫째 이론적 고찰을 통해 오브제의 개념 발전과정 표현 , , , 

기법에 따른 특성을 도출하였고 패션쇼의 개념 구성 요소 , , 

등을 알아보았다 둘째 최근 년간 오브제를 활용해 런웨이 . , 4

디스플레이를 구성한 패션하우스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각 , 

년도 시즌 별로 정리하였다 패션 매거진 보그의 런웨이 카, . 

테고리에 있는 개의 패션하우스를 기준으로 총 회 이상 485 5

지속적으로 오브제를 활용하여 런웨이 디스플레이를 구성한 

개의 브랜드를 분석하였다 셋째 위의 이론적 고찰 선행 23 . , , 

연구를 통해 런웨이에 활용된 오브제의 표현 기법 특성을 

재현성 단순성 비예술성 환상성으로 도출하였으며 이를 , , , 

통해 사례 분석을 하였다. 

오브제 표현 기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입체주의를   . 

시작으로 발전된 오브제의 사용은 이후 다다이즘 초현실주, 

의 네오다다이즘 팝아트 미니멀리즘에 이르기까지 계속하, , , 

여 사용되고 발전되어 왔으며 그 표현 기법에 있어서는 각 , 

미술사조 별로 차이가 있었다 입체주의에서는 어떠한 물체. 

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방법으로 나타났으며 다다이즘에서는 , 

예술적이지 않은 기존의 물체를 예술로 이끌어 표현하는 레

디메이드 초현실주의에서는 낯선 곳에서의 이질감을 통한 , 

더페이즈망 기법 네오다다이즘에서는 폐품이나 버려진 물것, 

들에 대한 재조명의 아상블라주 기법으로 나타났다 이후 . 

년대 이후 매스미디어의 발전과 함께 재현된 어떠한 것1960

을 표현하는 팝아트 단순함과 간결함을 추구하는 미니멀리, 

즘의 기하학적인 표현까지 오브제의 표현 기법의 발전은 계

속되어 왔다.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를 통해 나타난 오브제 표현 기법   

특성은 재현성 단순성 비예술성 환상성으로 도출할 수 있, , , 

었고 이에 대한 특징은 다음과 같았다 재현성에서는 연출, . 

하고자 하는 상황을 사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자세하고 사

실적인 오브제의 활용이 돋보였다 런웨이에서 자연스러운 . 

오브제의 활용을 통하여 마치 패션쇼장이 연출한 실재와 같

은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연출되었고 시즌 콘셉트를 보다 , 

명확하게 전달하는 기능을 가졌다 단순성에서는 기하학적인 . 

오브제를 단순히 반복 과장 확대하여 주관적 표현을 절제, , 

하고 순수한 조형물 그 자체를 형태적으로 표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런웨이 무대에서 단순하고 기하학적인 조형. 

물을 반복 확대하는 기법을 활용하여 의상을 돋보이게 하는 , 

역할을 하고 있었다 비예술성에서는 모든 제품을 예술로 승. 

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의외의 장소에 놓, 

임으로써 관객들로 하여금 유머와 새로운 것에 대한 흥미를 

부여하였다 또한 버려진 것들 예술적이지 않은 물체의 활. , 

용으로 사회 비판 혹은 독려에 대한 메시지도 포함하는 기

능을 가지고 있었다 환상성에서는 위치의 전환을 통해 일상. 

적인 관념을 해체시키면서 시각적 심리적 충격을 주어 새로, 

운 장면을 연출하여 시각적 이미지를 완성하였다.

패션쇼 무대로 사용되지 않는 장소를 활용함으로서 장소   

그 자체에 본래 있었던 오브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례

가 돋보이고 있었다 런웨이에서 오브제의 활용은 단순히 무. 

대에서 의상을 보여주는 형태가 아닌 시즌 테마 브랜드의 , 

아이덴티티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등을 보다 시각적으로 쉽, 

게 전달하여 관객과 소통하는 시각적 언어로 사용되고 있었

다 따라서 런웨이 디스플레이에서 오브제의 활용은 단순히 . 

의상을 선보인다는 공간의 순기능을 넘어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관객들에게 공연과 같은 패션쇼를 선보여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표현되고 있었으며 앞으로 더 많은 , 

패션하우스에서 이러한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선정된 사례에 있어 모든 컬렉션의 오브제 표  

현 기법을 분석하지 않았다는 점과 오브제 표현 기법의 특

성을 가지로 제한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한계성이 있었4

다.

References

2016 F/W Christian Dior. (2016, March 4). Retrieved A

pril 22, 2020, from https://www.thecut.com/2016/03/e



정민아� 간호섭� 오브제를�활용한�패션�하우스의�런웨이�디스플레이에�관한�연구�·� /� � � � � � � 151

verything-you-need-to-know-dior-show-fall-2016.ht

ml

2016 S/S Coach. (2016, February). Retrieved November 

3, 2019, from https://www.bizbash.com/local-venues-

destinations/new-york-city-tri-state-area/media-galler

y/13481503/6-memorable-shows-from-new-york-fash

ion-week

2016 S/S Kenzo. (2015, October 5). Retrieved November 

11, 2019, from https://www.yahoo.com/news/global-tr

aveler-inspires-kenzo-next-spring-181525963.html

2016 S/S Miu Miu. (2015, October 9). Retrieved Novem

ber 11, 2019, from https://www.dezeen.com/2015/10/

09/amo-miu-miu-spring-summer-2016-catwalk-metal

lic-arches-paris-fashion-week/

2016 S/S Philipp Plein. (2015, September 24). Retrieved 

November 11, 2019, from https://www.elle.com/runwa

y/g26949/philipp-plein-spring-2016-ready-to-wear-co

llection/

2017 F/W Chanel. (2017, March 13). Retrieved Novemb

er 3, 2019, from https://bagaholicboy.com/2017/03/fal

l-winter-2017-womens-chanel-bags/

2017 S/S Coach. (n.d.). Retrieved November 13, 2019, fr

om https://theenchantedboudoir.blogspot.com/2016/09/

new-york-fashion-week-springsummer-2017_14.html

2017 S/S Marni. (2016, September 25.). Retrieved Nove

mber 11, 2019, from https://footwearnews.com/2016/f

ashion/designers/marni-spring-2017-milan-fashion-we

ek-photos-261595/

2017 F/W Ralph Lauren. (2017, September 13). Retrieve

d November 11, 2019, from https://www.nytimes.com

/2017/09/13/fashion/ralph-lauren-coach-stuart-vevers

-new-york-fashion-week.html

2017 F/W Saint Laurent. (2016, September 13). Retrieved 

November 13, 2019, from https://www.vogue.com/fas

hion-shows/fall-2017-ready-to-wear/saint-laurent/slid

eshow/atmosphere

2017 S/S Thom Browne. (n.d.). Retrieved December 2, 2

019, from https://www.fashionsnap.com/collection/tho

m-browne-new-york/womens/2017ss/

2018 F/W Chanel. (2019, March 5). Retrieved November 

3, 2019, from https://www.wmagazine.com/gallery/kar

l-lagerfeld-chanel-most-over-the-top-shows/

2018 F/W Gucci. (2018, February 26). Retrieved Novem

ber 3, 2019, from https://www.infobae.com/vidriera/2

018/02/26/valeria-mazza-y-su-familia-en-la-front-ro

w-del-desfile-de-gucci/

2018 F/W Louis Vuitton. (2018, May 25). Retrieved Dec

ember 2, 2019, from https://www.elle.vn/tin-thoi-tran

g/nicolas-o-lai-thuong-hieu-louis-vuitton

2018 F/W Marni. (n.d.). Retrieved November 13, 2019, f

rom https://www.livingly.com/runway/Milan+Fashion+

Week+Fall+2018/Marni/uPV9-v1IPaE

2018 F/W Philipp Plein. (n.d.). Retrieved November 11, 

2019, from https://ko.depositphotos.com/208783334/st

ock-video-brooklyn-usa-february-2018-models.html

2019 F/W Chanel. (2019, March 5). Retrieved November 

3, 2019, from https://www.flaunt.com/content/chanel-

fw-2019

2019 F/W Louis Vuitton. (2019, March 6). Retrieved De

cember 2, 2019, from https://www.nytimes.com/2019/

03/06/fashion/louis-vuitton-miu-miu-paris.html

2019 S/S Miu Miu. (2018, October 3). Retrieved Novem

ber 11, 2019, from https://www.wallpaper.com/fashio

n/fashionweeks/womenswear-ss-2019/paris/miu-miu-s

s-2019-paris-fashion-week-womens

2019 F/W Tommy hilfiger. (2019, September 9). Retrieve

d November 3, 2019, from https://me.popsugar.com/f

ashion/Zendaya-x-Tommy-Hilfiger-Fashion-Week-Sh

ow-Fall-2019-46592803

2020 S/S Alexander McQueen. (2019, October 3). Retrie

ved March 5, 2020, from https://www.yahoo.com/lifes

tyle/top-collections-paris-fashion-week-150211204.ht

ml

2020 S/S Jacquemus. (n.d.). Retrieved March 6, 2020, fr

om http://latexmagazine.com/bureau-betak-y-su-revol

ucion-en-el-arte-de-las-pasarelas/jacquemus-ss20/

2020 S/S Saint Laurent. (2019, December 13). Retrieved 

March 2, 2020, from https://www.whitewall.art/lifestyl

e/alexandre-de-betak-winter-2020-experience-issue-c

over-story

2020 S/S Vetements. (2019, December 12). Retrieved Ma

rch 10, 2020, from https://evoke.ie/2019/12/12/style/

mcdonalds-releases-its-own-clothing-range 

Antonia, S. (2019, November 18). Are fashion shows still 



152 패션비즈니스�제 권� 호� � � � � � 24 2

relevant? University of Fashion. Retrieved November 3

0, 2019, from https://www.universityoffashion.com

Chioma, N. (2017, September 13). Ralph Lauren fall 201

7 ready-to-wear collection. Vogue. Retrieved January 

20, 2020, from https://www.vogue.com

기승전 우주Finally, the universe. (2017, August 17). , ... 

이젠 미래를 입는다 [Finally, the universe...Now I wear 

the future]. DongA.com. Retrieved January 5, 2020, fr

om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70817/8

5857091/1

Han, A. R. (2013). Characteristic and methods of objects 

used in flagshipstore designs to express space and bra

nd ident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

ersity, Seoul, Korea.

Hong, S. J., & Bae, S. J. (2018). A Design development 

for coat using expression technique of surrealism. Jour

nal of Fashion Business, 22(1), 20-40. doi:10.12940/JF

B.2018.22.1.20

Hwang, H. M. (1999). 나도 패션쇼 연출가 [I'm a fashion 

show producer, too]. Seoul, Jungju. 

Hwang, G. Y. (2008). A study on fashion shows' stage d

esign since 2000 (Unpublished master's thesis). Yeungn

am University, Gyeongsan, Korea.

Importance of fashion shows for entrepreneurs. (2017, M

arch 11), Fashion Buzzer. Retrieved January 13, 2020, 

from https://fashionbuzzer.com

Jang, A. H. (2002). The pop culture characteristics of m

odern fashion show: Focus on Pret-a-Porter collection

s after the mid of 1990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

ation). Kyunghee University, Seoul, Korea.

Jang, H. S. (2010). Adolphe Appia's study of stage esthet

ic: A study on concepts of stage light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sung University, Busan, Korea.

Jeong, G. J. (2007). A study on the live performance set 

design for event spa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

onkuk University, Seoul, Korea.

Kim, J. Y. (2006). A study on analysis method of Sceno

grafia fashion show: Focused on 4 major international 

collections 2002 through 2006 (Unpublished master's t

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Kim, M. J., & Kan, H. S. (2013). A study of surrealistic 

physical distortion: focused on surrealism formativenes

s. Journal of Fashion Business, 17(5), 70-83. doi:10.1

2940/JFB.2013.17.5.70

Kim, N. R. (2004). A study on the phenomenological ap

proach to space in setting up relationships and express

ions of space and obje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

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Kim, S. H. (2011). Research on the space construction e

xpression characteristic of fashion show stage design d

ue to modeling principl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Lee, G. Y. (2012). A study on the visual characteristics 

of fashion communication media (Unpublished doctora

l dissertation).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Lee, S. A. (2017). Characteristics of intermedia in contem

porary fashion show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

n).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Lee, W. W. (2000). Implied direction of fashion display 

based on object method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Lim, D. Y. (2018). A study on the space planning of des

ign hotel with objective expression characteristics (Unp

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Kor

ea. 

Liu, S., & Kwon, M. J. (2019). A study on spatial aesth

etic characteristics in modern fashion converged with v

irtual reality technology: focusing on fashion shows, f

ashion exhibitions and fashion design apps. Journal of 

Fashion Business, 23(5), 96-110. doi:10.12940/JFB.201

9.23.5.96

Luke, L. (2015, September 24). Philipp Plein spring 2016 

ready-to-wear collection. Vogue. Retrieved January 2

0, 2020, from https://www.vogue.com

Maura, B. (2018, January 8). What fashion week is like 

for a set designer. Fashionista. Retrieved January 11, 2

020, from https://fashionista.com

Nicole, P. (2018, March 7). Louis Vuitton fall 2018 read

y-to-wear collection. Vogue. Retrieved January 20, 20

20, from https://www.vogue.com

Okwodu, J. (2019, September 9). Tommy Now fall 2019 

ready-to-wear collection. Vogue. Retrieved January 2

0, 2020, from https://www.vogue.com

Park, H. J. (1997). The concept of objet in the art of th



정민아� 간호섭� 오브제를�활용한�패션�하우스의�런웨이�디스플레이에�관한�연구�·� /� � � � � � � 153

e 20th century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Gwangju, Korea. 

Sarah, M. (2015, October 7). Miu Miu spring 2016 read

y-to-wear collection. Vogue. Retrieved January 20, 20

20, from https://www.vogue.com

Sarah, M. (2018b, February, 21). Gucci fall 2018 ready-t

o-wear collection. Vogue. Retrieved January 20, 2020, 

from https://www.vogue.com

Sarah, M. (2018a, March, 6). Chanel fall 2018 ready-to

-wear collection. Vogue. Retrieved January, 20, 2020, 

from https://www.vogue.com

Sarah, M. (2019, June 21). Vetements spring 2020 mens

wear collection. Vogue. Retrieved January 20, 2020, fr

om https://www.vogue.com

Shin. Y. O. (2005). An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and 

preference of fashion event spectators: focused on a fa

shion show (Unpublished master's thesis). Pai Chai Uni

versity, Daejeon, Korea.

Sin, Y. J. (2009). A study on the objective expression of 

Shiro Kuramata’s space interior design (Unpublished m

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Korea.

Sung, Y. J. (2010). The design of a fashion storytelling t

echnique and the utilization of characteristics for a fas

hion show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p

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Yun, S. R. (2001). A case study on fashion show stage s

ett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okmin Universit

y, Seoul, Korea.

Received (March 22, 2020)

Revised (April 6, 2020)

Accepted (April 16,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