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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temporary fashion broadens its image in relation with architecture and incorporates archi-
tecture in its creative field.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architecture for fashion’ in a social context and to verify the collaborative characteristics of 
post-1990s fashion and architecture. This paper describes architecture as a means of expressing 
contemporary style and identifies social consequences resulting from this. While high fashion in 
the early to mid-twentieth century followed a similar trend evident in architecture to directly ap-
ply architectural elements into the creativity of the works, high fashion from 1990 extended its 
creative field by using architecture to symbolically represent its image and style. In line with the 
possibility for fashion shows to be considered as a performance art, the potential of collaboration 
between architecture and fashion as an installation with audience participation is discussed. 
Architecture, for fashion, provides significant grounds for fashion to be recognized as a parallel, 
independent sphere of art. Contemporary fashion, either by itself or through collaboration with 
architecture, comprehends space in its zone of creation. The collaborative characteristics of 
post-1990s fashion and architecture is verified through case studies of the three fashion houses, 
‘Armani Group’, ‘PRADA’ and ‘Comme des Garςcons.’1)

Key words: architecture space (건축 공간), contemporary fashion (현대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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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동시대 혹은 특정시대의 양식을 공유하며 외적형

식의 유사성에 집중했던 패션과 건축의 ‘형태적 상호

텍스트성(intertextuality)’에 관한 논의는 뉴 밀레니

엄에 이르러 보편적 현상이 되었다. 20세기 초․중반

오트 쿠튀르들이 건축의 형식을 후반에는 구성요소

를 작품에 직접 반영했다면 21세기 패션디자이너들

은 협의적 관점에서 이전시대와 같이 개별디자인의

건축적 조형성에 집중하거나 광의적 관점으로 건축

물자체를 패션하우스 이미지 구축의 매개물로 활용

하고 있다.

차별화된 패션이미지는 현대패션시장에서 디자이

너하우스 혹은 상업브랜드의 독특한 감성을 객관적

으로 증명하는 잣대로 여겨진다. 1973년 파리의상조

합이 오트 쿠튀르와 기성복 부문으로 재편되면서

1980년대 이후 글로벌시장체제에 접어든 패션은 치

열한 경쟁 속에서 시대적 감성을 담은 이미지 구축

을 시도한다. 판매 촉진을 위한 마케팅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초창기에 투자되었던 건축물내부의 매장디

스플레이는 1990년대 중․후반에 이르러 디자이너의

철학과 브랜드의 정체성 정립의 도구로 여겨지며 건

축물의 외부까지 확장되어 하우스를 대변하는 거점

매장을 탄생시켰고 이후 건축의 내․외부 공간 모두

패션이미지 구축에 있어 중요한 부문이 되었다. 광의

적 관점에서 패션하우스들이 제안하는 패션과 건축

을 포함한 생활전반을 포괄하는 라이프스타일은 이

제 그 자체가 패션디자인의 한 부분이자 판매의 대

상이 되었고 하이패션에서 저가 스트리트패션에 이

르기까지 이러한 현상은 일반화 되고 있다.

현대패션과 건축의 공조가 주목받는 이유는 건축

이 패션이라는 한정된 질료너머에 존재하는 패션디

자이너의 의식과 철학, 곧 이미지, 콘셉트, 스타일을

대변하고 패션디자이너는 이 공간을 통해 대중과 소

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객들은 제품과 더불어

패션하우스이미지와 라이프스타일을 함께 구매함으

로 디자이너가 제안하는 생활공간과 생활방식은 제

품판매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건축은 패션이미지를

담고 패션은 그 위에 놓여있으며 글로벌패션시대의

디자이너들은 감각적 라이프스타일의 거점이 되는

도시에 패셔너블 건축'을 세워 하우스의 이미지를 확

산시키며 새로운 도시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패션과 건축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패션과 건축의

본질적 속성을 규명1)하거나, 건축적 패션디자인의

특성을 고찰하고 있으며2), 최근에는 1990년대 중․

후반 연구되었던 특정시기의 건축양식 혹은 유명 건

축가의 디자인양식이 적용된 패션디자인3)연구가 21

세기의 관점에서 재조명4)되고 있으며, 실내 건축학

영역을 중심으로 패션브랜드의 매장전략과 매장건축

방법5)이 분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건축양식의

디자인 방법론적 차용 혹은 마케팅적 측면에서 활용

되고 있는 패션브랜드의 거점매장유형을 규명한 선

행연구와 다르게 현대패션이 건축 공간을 패션 영역

으로 포함시켜 두 부문의 상호교류를 넘어선 '영역의

유동적 전이'를 통해 차별화된 이미지구축을 시도하

고 있음을 논의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패션에 나타난 건축공간을

활용한 이미지 구축 현상을 규명하는데 있다. 연구는

현대패션이 건축공간을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해 몸

의 주변공간으로 국한되었던 패션의 본질적 창조영

역을 라이프스타일 전반으로 확장시키며 하우스 이

미지를 구축해나가고 있는지를 규명하려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패션을 위한 건축(Architecture for

Fashion)’과 ‘패셔너블한 건축(Fashionable Architec-

ture)’이 패션하우스의 이미지 구축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서로 다른 접근방식을 통해 건축의 공간을

패션의 영역으로 끌어드린 ‘아르마니 그룹(Armani

Group)’, ‘프라다(Prada)’, ‘콤므 데 카르송(Comme

des Garçons)’의 사례를 분석해 현대패션의 건축 공

간 활용 패턴을 추출하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

대패션의 창조영역확장과 새로운 이미지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패션과 건축의 관계를 논의한다.

연구결과 도출을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이미지와 건축은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패션이미지 구축의 도구로서 건축의 속성은 무엇이

며, ‘패셔너블한 건축’은 어떤 관점에서 논의 되고 있

는가?

둘째, 현대패션에 나타난 건축공간을 활용한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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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구축 현상을 대표하는 ‘아르마니 그룹’, ‘프라다’,

‘콤므 데 카르송’의 건축 공간 활용전략과 특성은 무

엇인가?

현대패션에 나타난 건축 공간 활용을 통한 이미지

구축 현상의 유형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대표성을 지

닌 패션하우스를 선정하여 건축공간방식과 활용전략

을 분석해야 함으로 문헌연구, 내용분석, 사례연구를

연구방법으로 채택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1980년대부

터 건축의 공간을 패션의 영역으로 끌어들였고 뉴

밀레니엄에 즈음하여 하우스이미지 구축을 위해 건

축 공간 활용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아르마니 그룹’,

‘프라다’, 콤므 데 카르송을 사례분석대상으로 삼는다.

본 연구는 패션과 건축의 관계를 조명한 관련서적을

통해 선행연구의 담론을 분석하여 현대패션의 이미

지 구축전략인 ‘패셔너블 건축’의 개념을 정의하고

1996년부터 2004년까지 ‘아르마니 그룹’, ‘프라다’, ‘콤

므 데 카르송’의 거점매장사진자료 82개와 문헌자료

를 분석해 패션하우스의 건축 공간 접근 전략을 고

찰하여 현대패션의 건축 공간 활용 통한 이미지 구

축 유형을 분류한다. 사례분석대상 하우스 에 대한

이미지 구축 유형 및 특성을 대표할 단어들은 연역

적 추론을 기초로 공리적 방법6)을 통해 밝혀낸다.

본 연구는 ‘아르마니 그룹’, ‘프라다’, ‘콤므 데 카르송’

각각의 브랜드 전략과 매장운용방식을 사례 분석하

여 하우스의 본질적 성격을 대변하는 함축어를 추출

한다.

Ⅱ. 패션이미지와 건축
1. 패션이미지의 개념
‘패션이미지’의 개념은 광의적 관점과 협의적 관점

으로 정의된다. 광의적 측면에서 패션이미지는 특정

시대의 트렌드나 이미 규정된 스타일의 총체적 인상

을 의미하며, 협의적 측면에서는 패션하우스나 브랜

드의 고유한 스타일을 총칭한다. 협의의 의미의 패션

이미지는 글로벌 산업이 된 패션브랜드들의 상표에

대한 의미를 포함하며 이는 ‘브랜드이미지’로 명명되

며 마케팅에서 패션판매의 방법적 수단으로 활용된

다. 이러한 관점에서 소비학자 켈러(Keller)는 “브랜

드 이미지를 소비자들의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연상이 구체화 된 인식으로 규정하며 소비자는 이를

통해 제품구매여부를 결정한다.”7)고 주장한다.

패션이미지는 하나의 옷이 만들어낸 인상으로 결

정되는 것이 아니며 패션하우스 혹은 브랜드의 라이

프스타일이 총체적으로 함축된 결정체이다. 곧 광의

의 의미든 협의의 의미든 패션이미지는 모두 대중에

게 이미 규정된 가치관 혹은 변화될 인상과 관련된

복합적이고 가변적인 명제라 하겠다.

2. 패션이미지 상징기호로서 건축
현대 소비자들은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독

특한 스타일과 감성을 구매하기 원한다. 이들은 단순

히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품이 아닌 자신의 이미지

와 취향을 포괄할 수 있는 상징기호를 구매한다. 기

호(sign)는 시그마(Sigma)를 이루어내면서 독특한

상징이미지를 생성한다.8) 기호의 핵심인 시그마는

자신만의 관념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특유한 가

치와 의미내용의 구성체로 정의9)되는데 이것이 상징

기호의 본질적 속성이다. 그러므로 소비자들이 원하

는 상징기호는 이들이 바라는 복합적 이미지들을 포

괄해야 한다. 레델(Redell)은 “쇼핑이 많은 공간적

경우의 수, 곧 판매, 교환, 상품전시와 같은 것들에

의해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사고파는 단순한 경제활

동뿐만이 아니라 상징적 기능을 담당하는 제품의 사

회적 가치를 재확인 시켜준다.”10)고 설명한다. 고객

들이 소비할 패션브랜드선택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

유도 이들이 패션구매를 통하여 차별화된 자신의 위

치와 생활을 표출시키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패션은 일차원적 기능인 인체보호를 필두로 한 생활

필수품을 넘어 이미 오래전 특별한 계층들이 그랬듯

이 자신의 특수하고 차별화된 위치를 대변하는 상징

적 기호가 되었다. 현대 건축 역시 어떻게 사회에서

유리한 입장을 점령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패션시스

템을 통해 찾고 있으며 이전과 다른 점은 더 이상

부자들만을 위한 것만이 아닌 더 많은 대중들을 위

해 작업하고 있다11)는 것이다.

소비와 관련된 많은 외부환경들은 기계주의시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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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만을 지닌 제품을 팔아서는 치열한 경쟁이 벌

어지고 있는 상업디자인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음

을 경고한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읽은 패션은 특

수한 이미지로 뭉쳐진 라이프스타일을 자신들이 판

매 할 일차원적 상품으로 내세우고 있다. 패션은 옷

이라는 한정된 매개물 너머에 있는 공간을 활용하여

건축을 패션의 기호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공간에

존재하는 상징물의 경지에 도달한다.12) 그리고 패션

은 새로운 미디어의 끊임없는 탐색을 통해 이미지

특성화 프로젝트전략13)으로 ‘패셔너블 건축’을 선택

했다. 패셔너블 건축은 패션이미지의 상징기호로 패

션의 본질적 기능 너머에 있는 고객의 관심과 취향,

곧 라이프스타일을 만족시키는 방법을 제시하며 패

션하우스와 함께 현존한다.

3. 패션을 위한 건축 공간
1) 패션이미지와 ‘인사이드 아웃(Inside Out)’ 건

축 공간

1990년대 초반까지 패션에서 건축의 역할은 브랜

드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판매를 촉진시

키는 마케팅의 수단이었고 활용부문 역시 건축물 자

체보다 매장 디스플레이, 곧 실내인테리어에 집중되

어 있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이후 패션을 위한

건축은 패션이미지 구축을 위해 제품과 함께 기획되

며 이전과 다르게 건축물 내부와 외부의 공간 모두

를 작업영역에 포함시킨다. ‘패션을 위한 건축 공간’

은 패션브랜드의 이미지를 확장시킴과 동시에 고객

에게 참여와 소통의 장을 제공하는 가교(架橋)의 역

할 담당한다. 이 공간에서 ‘외부’는 대중을 끌어들이

는 힘이며 ‘내부’는 브랜드 스타일에 흡수된 마니아

집단을 위한 라이프스타일 거점이다. 곧 패션이미지

를 담은 건축물의 외부는 공공장소에서 브랜드를 알

리는 상징의 장이자 거리의 스타일을 대변하는 랜드

마크의 역할을 수행하며 내부는 브랜드의 이미지를

선택한 고객이 자신들의 독특한 라이프스타일을 체

험 할 수 있는 경험의 장이 되어 건축은 패션 판매

수단으로서 공간을 넘어 이제 패션이미지의 일부가

되었다. 그러므로 패션이미지 구축을 위한 건축은 패

션이미지 확산과 더불어 참여와 소통의 장을 제안하

는 현대 건축의 속성인 ‘인사이드 아웃(Inside Out)’

으로 설명될 수 있다. 건축학자 프랭크(Franck)와 레

폴리(Lepori)는 ‘인사이드 아웃(Inside Out)으로서 건

축’을 수많은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들을 설명하는 가

장 강력한 힘을 지닌 이미지 집합체14)로 정의하며,

저서 Architecture Inside Out (2000)15)에서 현대

건축의 내부와 외부 공간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들은 건축의 내부와 외부는 상호보완적 기능

이 필요한데 이것이 ‘인사이드 아웃’의16) 공간속성이

라고 설명하며 건축물의 ‘내부(Inside)’, ‘외부(Out-

side)’, ‘인사이드 아웃(Inside Out)’의 상호관계를 규

정하고 있다.

프랭크와 레폴리에 따르면, 첫째로 ‘내부’는 개인적

이며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둘러싸여 있으며 우리는

이곳에서 작은 것을 느끼고 듣고 생활하고 있다. 그

리고 이곳에서의 행동은 이 공간의 제한에 의하여

제지당한다. 또한 우리는 이 공간과 함께 영향력을

가진 주인이므로 내부는 우리의 점유지이다. 반면

‘외부’는 우리와 마주서고 이곳에서 우리는 방관자이

다. 외부에서 행동은 공간에 의해 제한되지 않으며

이곳은 대상에 관심이 있든지 없는지와 관계없이 모

든 대중에게 노출되어있다. 마지막으로 ‘인사이드 아

웃’은 내부와 외부를 통찰한다. 이것은 내부의 주관

적 대상이 외부의 객관적 대상으로 적용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를 통해 내부는 더 이상 비밀스럽고 개인

적인 공간이 아니며 외부에 드러나는데 이것이 현대

건축에서 새롭게 출현한 내부와 외부의 소통방법이

다. 인사이드 아웃의 관점에서 창조는 잘 알지 못하

는 것을 조사하고, 원천의 재료, 곧 필요한 것과 목

적 가운데서 균형을 찾아냄으로 연속된 긴장감 속에

서 진행된다. 그러므로 선정된 주제자체가 창조의 목

표이므로 이것은 모든 행동과 즐거움을 포함하는 개

인적이거나 집단적인 경험을 통찰하며 동시에 존재

하는 사람들, 시간, 공간과 장소 등의 복합적인 환경

을 모두 수용한다.17)

인사이드 아웃의 공간은 내부의 심리적 영역을 외

부에 표현함18)과 동시에 외부의 매력에 끌려 내부로

수용된 동조자들의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힘을 지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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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곧 내부이든 외부이든 각각의 프로젝트는 존재하

는 규칙을 이행하는 의미들을 재발견하거나 새로운

해석을 내리며19) 소통을 통한 참여의 이벤트를 만들

어낸다. 그러므로 현대건축에서 보이는 인사이드 아

웃의 건축방식은 내적 이미지의 외적 재구성, 곧 주

관적 이미지를 객관화시키는 가장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이미지 표현 방법이라 하겠다.

2) 패션을 위한 미디어로서 ‘인사이드 아웃’ 건축

현대건축은 인간이 이용하는 실용적 공간이라는

본질적 기능과 더불어 패션하우스와 같은 특별한 고

객의 이미지를 확장시키며 대중에게 이들의 메시지

를 전달하는 미디어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내부의 주관적 대상이 외부의 객관적 대상으로 적

용’20)되는 건축방식인 ‘인사이드 아웃’의 소통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의 관점에서 현대건축에

나타난 ‘인사이드 아웃현상’은 패션을 위한 건축 공

간 창조의 방법으로 패션이미지 구축이라는 본질적

측면과 패션제품판매라는 마케팅적 측면 모두를 충

족시키며 두 영역의 결속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또한

이것은 패션디자이너의 개인적 취향을 대중에게 확

산시킬 수 있는 방법적 계기이기도 하다. 현대패션은

독창적 이미지를 대변할 라이프스타일 공간을 거점

도시에 세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패션을 위한 인사이드 아웃으로서 건축은 패션

하우스의 이미지를 표출하는 상징적 기호가 되었다.

프랭크와 레폴리가 정의한 것처럼 인사이드 아웃

으로서의 건축 공간은 ‘강력한 이미지의 대변자’21)이

다. 그러므로 패션을 위한 건축 공간은 옷이라는 범

주에 국한되어 제한적으로 표현되었던 패션이미지를

구체화하고 이를 라이프스타일 전반으로 확장시키는

열쇠이며 개인의 감성, 곧 창조물 이면에 내재되어있

는 특별한 패션디자이너의 감성과 철학을 외부에 전

달하는 독창적 패션이미지 발산의 축이라 하겠다. 그

러므로 인사이드 아웃시스템으로 완성된 특별한 감

성의 매개체인 건축물의 외부는 패션하우스의 이미

지를 외부에 알리며 내부는 고객들에게 그들의 이미

지를 만끽 할 수 있는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데22)

이 공간에서 옷은 판매되기 위한 시각물의 의미를

넘어 고객과 소통하며 더 나아가 거리의 환경을 변

화시킨다. 패션을 위한 건축이라는 특별한 공간을 통

해 고객들은 패션하우스들의 철학을 이해하고 자신

과 이들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감성이 동일한 수위에

있음을 확인하며 단순한 제품 구매가 아닌 새로운

이미지 구축 작업에 자신들이 동참하고 있음을 기뻐

한다. 현대패션에서 건축은 패션하우스의 이미지를

확장시키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미디어가 되었다.

Ⅲ. 패션이미지 구축 도구로서 건축
1. 패셔너블 건축(Fashionable Architecture) 
이란? 
건축은 현대패션을 표현하는 방법적 계기가 되었

으며 패션이 제공한 수많은 표현의 기회를 통해 새

로운 거리의 문화를 장악해 나간다. 빠르게 변화하는

패션과 함께 조성된 새로운 환경들은 건축가들을 황

홀하게 만들며23) 패션은 이들에게 새로운 창조의 기

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건축의 시스템과 도시 주변

환경은 이제 패션에 의해 정의24)된다. 패션은 건축을

통해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건축은 패션을 분석하여

새로운 도시의 환경을 만들고 있다. 1990년대에 이르

러 건축은 특정 패션하우스가 추구하고자 하는 생활

방식의 해석을 통해 새로운 형식의 건축물을 만들었

고, 거리는 곧 패션의 언어로 물들었다. 오트 쿠튀르

의 아틀리에의 전유물로 설명되었던 패션은 소호

(SoHo)거리로 밀려들어오는 거점매장들처럼 동일한

방법으로 도시의 공간을 사로잡았고25), 패션을 입은

건축물들의 집합체는 새로운 거리문화를 창조해 나

갔다. 이러한 환경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외적 패

션이미지의 도구로서 패션하우스의 감성을 담아낸

건축을 ‘패션너블 건축(Fashionable Architecture)’로

규정하며 이것을 라이프스타일을 대변하는 특별한

패션언어의 해석을 통해 창조된 주체성이 강한 패션

이미지의 결정체로 패션하우스의 독특한 취향과 감

성이 반영된 ‘인사이드 아웃으로서의 건축물’로 정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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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패셔너블 건축에 관한 담론
패션이 건축에 새로운 취향을 담은 스타일을 제공

한다는 측면에서 건축학자 베자민(Benjamin)은 이미

20세기 초 ‘아케이트 프로젝트(arcades project)’를 통

해 일상생활과 관계된 패션과 개인성향이 건축과 연계

되어 있음26)을 증명했다. 독일의 슈타이너(Steiner)

역시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건축과 마켓’ 아니 ‘건

축과 라이프스타일’이라는 담론이 현대건축의 새로운

기호로 등장했다고 제안하며27) 1990년대 초 새로운

미디어의 혁명과 함께 출현한 강력한 브랜드의 주체

성을 담은 유희적 이벤트 공간의 체험을 통해 나타

난 패션과 소비자들 사이의 역동적인 경험이 판매용

건축물의 가치를 재인식시켰다.28)고 평가한다. 현대

건축은 광범위한 문화의 목록들을 수용하며 자연스

럽게 패션과 일상생활에 의해 포용된다.29) 슈타이너

는 현대건축의 본질적 속성이 ‘프로모셔널 건축

(Promotional Architecture)’이며 전통적 형식의 건축

그 자체가 아니라고 기술한다.30) 또한 건축가 딘

(Din)은 “상품디자이너들의 광범위한 정의에 의해

패션판매의 절충주의, 특별한 요구, 다양성이 규정

될 수 있다.”31)는 주장을 통해 “오늘날 국제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품디자이너들은 제품보다 개별

적 매장조직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이 가능하다.”32)고 역설

한다. 건축가들이 설명하는 상업디자인시장의 보편적

현상들은 ‘건축이 제품판매촉진을 위한 도구로서 활

용된다.’는 현대건축의 새로운 지평을 설명해준다. 패

션과 건축은 사회공동체의 태도와 취미가 결합하여

표현되며 오늘날 심미적 요소뿐만 아니라 판매를 목

적으로 한 비용효과를 높이는 공간으로 인식되며33)

관계를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1990년대 이후 패션과 건축은 상호보완적 상업수

단이 되었다. 건축시장에서 국제적 마켓을 보유한 패

션브랜드들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고객이 되었으

며 패션과 건축은 ‘라이프스타일의 판매’라는 공동목

표를 취하면서 서로를 후원하는 믿음직한 동반자가

되었다. 패션하우스와 함께 일하는 건축가들은 패션

의 속성을 이해하고 끊임없이 패션하우스의 숨겨진

아이덴티티를 재발견하며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

력한다.34) 또한 건축은 패션하우스를 고객으로 유치

하기 위해 힘쓰며 패션하우스 역시 건축을 활용해

몸 주변으로 국한된 영역을 공간전체로 확장시킨다.

판매의 촉진이라는 일차원의 마케팅적 측면에 라이

프스타일의 창조를 통한 새로운 기호 정립이라는 고

도의 전략적 측면까지 더해지면서 패션브랜드들의

스타일을 잣대로 건축의 양식이 구분될 만큼 이들의

관계는 긴밀해졌다. 패션은 더 이상 단기적 생존의

특성을 가진다고 말할 수 없고, 건축 또한 장기의 유

행을 보장 받는다고 할 수 없다.35) 이제 도시의 환경

은 기존의 건물뿐만 아니라 패션이라는 새로운 기호

를 표현한 ‘패셔너블 건축’에 의해 재정비된다.

패셔너블 건축의 위력은 건축학자 보든(Borden)36)

의 ‘패션을 통해 변화된 건축양식과 새로운 거리의

환경 분류’를 통해 증명된다. 보든은 진부한 쇼핑몰

을 벗어난 개성시대의 패션브랜드의 성향을 반영하

는 도시 건축스타일을 ‘차별화의 매력(Vive la dif-

ference)’, ‘가정적인(Homeliness)’ ‘국제화(Globalism)’,

‘시티 쿼터(City Quarter)’, ‘다른 하나(The Other)’,

‘이야기(Narrative)’, ‘여백(Blankness)’, ‘불안정성(Off-

Balance)’, ‘전통계승(Heritage)’ 그리고 ‘쇼핑을 벗어

난 매장(Shops without Shopping)’의 10가지로 형식

으로 구분하고 있다.37)

첫 번째로 패션매장은 특정 브랜드의 이미지 범위

안에서 매 시즌 미묘하게 변형된 신상품 의류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특정한 집단을 이루며

독창적 스타일을 지니고 있는 매장이 주축이 된 거

리를 형성함으로서 새로운 스타일의 건축물들을 집

단적으로 생성하여 차별화된 도시의 흔적을 만들어

낸다. 각기 다른 독특한 패션에 의해 만들어진 이 거

리의 스타일은 ‘차별화의 매력’으로 명명된다. 두 번

째로 의복과 라이프스타일의 실용적 기능성을 최상

의 목표로 하는 막스 앤 스펜서(Marks & Spencer)

와 같이 브랜드들은 매장자체를 가정과 같은 느낌으

로 만드는데 이것이 ‘가정적인’ 스타일이다. 또한 베

네통(Benetton)과 갭(The Gap)은 브랜드 이미지에

그래픽적인 요소를 확대시켜 나가며 그래픽을 건축

물에 직접으로 표현함으로써 세계 어디서나 어떠한

표시 없이 자신의 브랜드를 알리는데 이것이 ‘국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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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이다. 추가적으로 국제화가 좀 더 발전되어 이

브랜드들이 특정한 도시에 특정한 건축물의 스타일

을 제안하여 도시의 25%이상이 베네통의 거점인 이

탈리아나(little Italy)나 갭의 노스(North) 스타일로

물든다면 이 거리는 ‘시티 쿼터’ 스타일로 명명된다.

‘시티 쿼터’가 적용된 도시가 아니라면 건축물들은

아주 드물게 패션과 조금 덜 관계되어 건축물 자체

의 특성을 뽐내는데 이것이 ‘다른 하나’의 스타일이

다. ‘시티 쿼터’와 ‘다른 하나’처럼 혼성의 도시공간에

는 스타일과 감정 그리고 컬러의 강렬한 연합체가

기존의 공간 속에 함축되어있다. 또한 건축회사 딘

연합(Din Association)은 특정한 패션 브랜드의 컨셉

안에 또 다른 구조의 진지한 이야기들을 건축물에

표현하는데 이것이 ‘이야기’ 스타일이다. 이에 반해

다른 한편에서는 극도로 제한된 미의식을 표방한다.

캘빈 클라인(Calvin Klein), 질 샌더(Jil Sander), 조

르지오 아르마니 그리고 디케엔와이(DKNY)가 이

스타일을 대표하며 이들은 외향적 로고나 상징, 형태

를 표방하지 않으면서 미묘한 질감 차이와 구성의

변화를 통해 이미 가지고 있는 브랜드의 아이덴티티

와 느낌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이러한 속삭임을 표

현하는 건축물이 ‘여백’ 스타일이다. 또한 개인적 도

시의 경험을 조합하여 탄생된 주체성과 관련된 가변

적 스타일은 ‘불안정적’으로 명명되며, 현대의 도시

안에 혼성모방과 포스트모더니즘의 물결에도 불구하

고 전통을 계승하는 로라 애쉴리(Laura Ashley)와

같은 브랜드들이 추구하는 건축물의 스타일은 ‘전통

계승’이다. 마지막으로 거대한 자신만의 제국을 상징

하는 복잡한 맴버쉽은 반체제문화나 전통적인 패션

아울렛의 개별 존재를 위협한다. 톱숍(Top Shop)과

나이키타운(Nike Town)은 패션제품 판매 공간이라

기보다는 그들의 세계를 맛볼 수 있는 체험의 장으

로서 경험의 공간, 곧 브랜드 이미지의 구축을 위한

제3의 공간으로 ‘쇼핑을 벗어난 매장’의 대표적 스타

일로 표상된다.38)

건축은 특성화된 창조 작업을 통해 패션의 이미지

를 각인시키며 고객과 패션브랜드의 유대관계 지속

에 일조한다. 패셔너블 건축은 패션이 라이프스타일

을 전파하는 방법적 계기이며 판매의 수단을 넘어서

는 ‘패션’이라는 고유한 언어로 만든 독특한 문화공

간으로 도시에 새롭고 특별한 체험의 장을 제공한다.

패션을 모티브로 고안된 이 작업들은 이제 현대건축

에서 중요한 부문이 되었으며 까다로운 패션의 소비

자들은 이 특별한 공간에서 차별화된 감성을 찾기

위해 소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 패션, 건축 그리고 라이프스타일
패셔너블 건축은 패션하우스의 거점매장(Flagship

shops)으로 대변된다. 거점매장은 전통적으로 국제적

현상을 모두 수용하는 지질학적․외교적 측면을 고

려해 채택되며 동일브랜드의 백화점 내 매장과도 차

별화되는데39) 패션하우스는 이 건축물을 통해 브랜

드의 이미지를 함축해 낸다. 하니쉬(Hanisch)에 따르

면, 오늘날 쇼핑의 아이디어는 ‘쇼핑 경험’이 되었으

며 패션은 건축을 고용하여 제3의 영역으로 확장40)

되는데 이것이 패션이 제안하는 라이프스타일의 면

모이다. 이처럼 현대패션은 라이프스타일의 상징기호

로 거점매장을 내세워 브랜드의 독특한 이미지와 스

타일 그리고 철학을 대중에게 알린다. 패션제국에서

복합문화합병으로 완성된 라이프스타일의 부상은 피

할 수 없는 움직임이며 이미 종합선물 셋트(Whole

Package)를 가능하게 하는 제품이 되었다.41) 패션은

이제 자신들과 소통하는 특별한 고객들과 라이프스

타일을 공유하여야만 예술적․상업적 성공을 모두

보장받는다. 건축가 남편의 도움으로 레이 카와쿠보

(Rei Kawakubo)는 1980년대 중반 이미 맨해튼 콤므

데 카르송(Comme des Garçons)매장과 버그도프 굿

맨(Bergdorf + Goodman)백화점에서 건축을 기호

로42)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축을 시도했는데 이 사례

는 건축물을 활용한 패션디자이너의 독창적 라이프

스타일 이미지 판매의 시작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다른 예는 맨해튼에 거대한 불꽃을 연상시키는 단독

매장을 건축해 거리의 스타일을 장악하며 패션하우

스의 이미지를 공격적으로 구축한 다나 카렌(Dana

Karen)이다.43) 다나 카렌의 패션을 위한 건축의 아

이디어는 인사이드 아웃으로서 건축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서 건축이 패션의 이미지를 읽어내 고객과 공

간을 통해 소통하는 복합적 선도매장(flagship 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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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증명한다.

특정한 시기의 스타일은 언제나 라이프스타일과

패션에 표현되어 왔다.44) 뉴 밀레니엄 이후 상징적

의미를 내재한 패션하우스의 거점매장들은 이전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제품판매처의 기능과

함께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복합적 라이프스타일

공간이 되었다. 오늘날 패션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의

상 자체만을 담아내고 있지 않으며 의상활동의 주체

자와 관련된 주변 환경을 포괄하고 특정한 가치와

의식을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가 되었다.45) 패션디자

이너들은 이미지 표출의 가장 역동적 표현방식이 거

점매장이라고 설명하고46) 고객들은 거점매장의 이미

지와 스타일을 통해 디자이너들의 철학에 호감을 가

지며 이것이 자신의 취향과 일치하는지를 검증한다.

실례로 스타일 선정에 까다롭기로 정평이 난 할리우

드스타 톰 크루즈와 케이티 홈즈 역시 2005년 이탈

리아 로마의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거점매장과 저택

방문 후 브랜드의 특별한 이미지에 호감을 느껴 자

신들의 예복과 드레스를 아르마니에게 주문하기로

했다47)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스타들에게만 국

한된 것이 아니며 이미 대중의 선택에서도 일반화되

어있다. 패션하우스들은 매 시즌 이미 구축해 놓은

이미지의 흔적 위에서 창조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의 유희를 대중에게 선사하며, 고객들은 6개월 주기

로 선보이는 컬렉션에서 제안된 옷과 더불어 자신의

취향과 부합하는 패션하우스의 특별한 라이프스타일

을 지속적으로 구매한다. 이로서 패션은 더 이상 최

신의 트렌드만을 판매하고 소멸되는 일시적 오브제

가 아닌 시공(時空)의 간극을 극복하고 현존의 스타

일을 이어나가는 지속가능한 매개물이 되었다. 하니

쉬는 “패션은 기나긴 최신유행의 트렌드이며 의식

있는 디자이너들의 개인적 스타일이 발전된 것으로

이것은 그들의 생활전반을 대변하는 특징 있다.”48)고

설명한다. 동일한 패션하우스의 컬렉션이 매 시즌 새

로운 의상을 선보이지만 독특한 색깔을 보이는 것도

이들의 창조물이 단기적 제품 판매를 위해 생산된

것이 아니라 본질적 디자이너의 의식을 바탕으로 현

존시점에 가치가 있는 트렌드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

문이다. 패션은 더 이상 일시적 유행과 기능만을 따

르는 일차원적인 산업이 아니므로 브랜드의 문화와

의식을 담은 거점매장을 통해 정통성과 특수성을 지

속적으로 대중에게 알린다. 다수의 패션디자이너들이

자신의 영역밖에 있는 건축, 가구, 자동차 등을 디자

인하고 하우스의 독립된 부문으로 이 영역들을 포함

키는 것은 라이프스타일의 판매가 국제화된 현대패

션시장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

이다. 곧, 라이프스타일의 판매를 위한 패션과 건축

의 공동연합체는 시대의 요구에 의해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패션은 자신만의 언어를 담은 건축물을 활용

하여 라이프스타일이라는 상징기호 판매에 성공했고,

건축은 패션이라는 새로운 고객을 통하여 또 다른

형식을 창조하며 새로운 도시환경을 구축해 냈다. 그

리고 공조를 통해 이 두 영역은 모두 현대소비시장

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다.

Ⅳ. 현대패션에 나타난 건축공간을
활용한 이미지 구축 특성

현대패션은 건축을 매개로 라이프스타일을 판매한

다. 하지만 건축공간의 활용방식은 개별하우스가 추

구하는 이상, 고객의 특성 그리고 기업경영스타일에

따라 차별화된다. 본 장에서는 건축을 통한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성공한 ‘아르마니 그룹(Armani

Group),’ ‘프라다(PRADA)’, 콤므 데 가르송(Comme

des Garcons)’의 사례분석을 통해 현대패션에 나타난

건축 공간 활용 유형과 특성을 고찰하기로 한다.

1. ‘아르마니 그룹’, ‘프라다’, ‘콤므 데
카르송’의 건축공간을 활용한 이미지 구축
전략

1) 아르마니 그룹

(1) 패션하우스

건축을 패션하우스가 제안하는 라이프스타일 공간

으로 무장시킨 아르마니 그룹은 사천칠백 명의 임직

원에 열세 개의 공장을 소유하고 있다.49) 1975년 건

축설계가인 세르지오 갈레오티와 ‘조르지오 아르마니

S.p.A.(Giorgio Armani S.p.A)’를 설립 후 아르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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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978년 미국에 법인을 세워 남성복 ‘조르지오 아

르마니 르 콜레지오니(GIORGIO ARMANI LE

COLLEZIONI)’를, 같은 해 여성의 사회활동이 확산

된 미국과 캐나다에서 여성의류라인을 소개하며 글로

벌 패션기업의 틀을 구축한다. 아르마니는 1981년에는

엠포리오 아르마니(Emporio Armani) 스토어를 밀라

노에 열었고 아르마니 주니어(ARMANI JUNIOR)와

아르마니 진(ARMANI JEANS)을 연이어 소개했으

며, 1991년 미국시장을 위해 아르마니 익스체인지

(A/X Armani Exchange)를 2004년에는 오트 쿠튀

르 라인인 아르마니 프리베(Armani Privé)을 론칭하

며 아르마니제국을 키워나갔다.

패션시장의 흐름을 읽어낸 아르마니는 브랜드 다

각화와 라이프스타일 전파 전략을 통해 최고의 브랜

드 이미지 구축에 성공한다. “현대패션에서 화려함의

경제적 기반은 단지 패션 그 자체만이 아니며 이것

은 오트 쿠튀르가 아닌, 캐주얼, 향수, 보석과 같은

광범위한 영역들이 확장된 것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판매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조르지오 아르마니이다

.”50)라고 하니쉬는 설명한다. 아르마니는 ‘Armani

Privé’, ‘Giorgio Armani’, ‘Armani Collezioni’, ‘Em-

porio Armani’, ‘AJ|Armani Jeans’, ‘A/X|Armani

Exchange’, ‘Armani Junior’의 기본 패션라인들과

‘Armani Casa’의 인테리어라인을 중심으로 패션, 의

복, 액세서리, 안경, 시계, 보석, 화장품, 향수, 꽃, 초

콜릿, 가구와 가구 설비, 레스토랑, 바를 관장한다<그

림4>. 또한 그는 2004년 벤츠(Mercedes-Benz)와의

공조를 통해 한정품 CLK를 아르마니 제국을 대변할

또 하나의 라이프스타일 품목에 추가했다.51) 이 그룹

은 각기 다른 연령층과 콘셉트를 지닌 브랜드들을

바탕으로 포괄적 라이프스타일 판매에 주력하며 개

별 브랜드들은 개성을 명확히 드러내지만 모두 ‘아르

마니’라는 하나의 규칙 아래서 움직인다. 아르마니

그룹은 패션라인 이외에 라이프스타일과 관련된 모

든 영역을 제품판매 목록에 포함시키며 패션하우스

를 라이프스타일의 거점으로 만들고 있다.

(2) 건축공간접근방식: 취향의 기준이 되는 라이

프스타일을 담은 쇼핑 공간 부여

‘취향의 기준이 되는 라이프스타일을 담은 쇼핑

공간’ 부여는 아르마니 그룹의 이미지 구축전략이다.

보수적 패션그룹인 아르마니는 고객에게 이상적인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의 장을

제공함으로서 이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아르마니 그룹이 고급스러운 패션브랜드로서 이미

지구축에 성공한 요인은 서로 다른 라이프스타일 계

층을 타깃으로 제안된 각각의 브랜드를 ‘아르마니’라

는 하나의 통로로 결집시킨 결과이다. 이것은 기존의

패션하우스들이 하나의 브랜드에 집착하며 독보적

이미지를 드러내는 현상과는 매우 상이한 것으로 아

르마니 그룹 ‘멀티브랜드시스템(Multi-brand sys-

tem)’의 핵심이라 하겠다. 브랜드 세분화를 통해 추

종집단을 선점한 아르마니는 고객들이 다른 패션하

우스들보다 조금 더 먼저 자신이 미래에 선택할 브

랜드와 만날 수 있도록 유도한다. 10대와 20대 초반

을 타깃으로 한 캐주얼라인 ‘Armani Junior’, ‘AJ|

Armani Jeans’, ‘A/X|Armani Exchange’, 20대 후반

과 30대 초반을 위한 클래식에 팝(pop)의 유희를 가

미한 'Emporio Armani', 40대 이후를 위한 클래식의

정석 ‘Armani Collezioni’, 1960년대 입 생 로랑 이래

로 가장 실용적인 오트 쿠튀르를 선보이고 있는

‘Armani Privé'까지 이 모두는 세대와 계층의 차이를

아르마니라는 하나의 라이프스타일 언어로 연결시키

는 방법적 계기이다. 각 컬렉션은 저마다의 상품특성

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디자인되고 마케팅 되어 각

계층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패션시장에서 유리한 입

지를 점령한다. 아르마니 그룹은 본질적으로 아르마

니가 제안하는 라이프스타일의 역사성을 고수하며

계층별로 세분화된 브랜드를 통하여 감각적 시대의

트렌드를 표현하는데, 이것이 아르마니 스타일이 세

대 간의 차이를 극복하고 영속성을 지니는 이유이다.

아르마니 그룹 라이프스타일 전파의 핵심에는 ‘엠

포리오 아르마니’와 ‘조르지오 아르마니’가 있으며 이

들을 중심으로 아르마니는 쇼핑거점을 확장시켜 나

간다. 대중과의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1989년 런던에

‘엠포리오 아르마니 익스프레스’ 레스토랑 오픈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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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마니는 라이프스타일의 기호를 브랜드 이미지

구축 사업에 끌어들였고 이후 패션의 이미지는 더

이상 옷과 개인의 스타일에서만 표출되는 것이 아닌

생활 전반을 관장하기에 이른다. 1996년 뉴욕 맨하탄

에 두 개의 매장을 오픈 하면서 아르마니는 ‘엠포리

오 아르마니 콘서트’를 열어52) 패션과 라이프스타일

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했고 이 매장을 통해 브랜드

의 가능성과 감각을 미래의 아르마니 고객들에게 알

렸다. 또한 같은 해 밀라노 과학기술박물관에 ‘AJ|

Armani Jeans’의 매장 디스플레이를 전시하면서 아

르마니는 10대를 공략한다. 베이지컬러로 대변되는

조르지오 아르마니가 조용하며 자연스럽게 우러나오

는 간결하고 고급스러운 라이프스타일을 지양한다면,

레드와 블랙컬러로 설명되는 엠포리오 아르마니는

적극적이고 저돌적인 방법들을 채택하여 브랜드를

홍보함으로써 할리우드와 일반대중에게 아르마니 그

룹의 명성을 알린다. “아르마니의 디자인은 브로드웨

이의 소녀에서부터 미니애폴리스의 은행 부회장에

이르기까지 그의 팬들을 위해 만들어지며 그의 옷은

모든 계층에게 평등하다.”53)는 앤진스(Angins)의 말

처럼 아르마니의 디자인은 누구나 그리고 어느 계층

에서나 입혀질 수 있고 각 계층의 감성을 대변할 적

절한 라이프스타일 척도를 제안한다.

뉴 밀레니엄에 접어들면서 아르마니 그룹은 보다

적극적으로 건축공간을 활용해 브랜드들의 차별화된

라이프스타일 특성을 표현한다. 아르마니는 다양한

라인의 서로 다른 타깃의 그룹들을 전개하는 과정에

서 건축적 이미지에 접근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

며54) 이 공간은 곧 아르마니의 라이프스타일을 체험

할 수 있는 경험의 장이 된다. 1999년 조르지오 아르

마니 파리(Paris)매장은 럭셔리한 엘레강스의 가치

있음과 여백의 미를 발산하면서 지금까지 아르마니

가 제안하는 최상의 이상인 ‘프리마 카우자(prima

causa)’55)를 표현하는 라이프스타일의 이정표가 되고

있다. 클라우디오 실버스트린(Claudio Sliverstrin)에

의해 디자인된 이 매장은 간결한 미니멀리즘 속에

‘방톰 거리(the Place Vemdôme sit)56)’의 발생을 재

현한다57)<그림 1>. 건축을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직

접적으로 적용한 아르마니의 노력은 2001년 건축가

다다오 안도(Tadao Ando)와의 합작을 통해 선보인

첫 번째 밀라노 복합문화공간 ‘아르마니 티에트로

(ARMANI/TEATRO)’의 탄생으로 이어진다. 이 공

간은 패션쇼, 영화, 전시, 쇼핑을 한 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아르마니 라이프스타일의 문화체험의 집성

촌이자 쇼핑의 메카이다<그림 3>. 또한 그는 2002년

홍콩의 비즈니스 센터인 체터(Charter)에 아르마니

체터 하우스(ARMANI Charter house)를 오픈해 건

축의 공간을 활용한 라이프스타일 거점을 만들어 낸

다<그림 2, 4>. 체터 하우스는 건축가 마시밀리아노

푹사스(Massimiliano Fuksas)와 도리아나 만드렐

(Doriana Mandrell)에 의해 주도되었고 이들은 젊은

이미지에 아직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엠

포리오 아르마니의 혁신적인 측면에 집중하여 건축

에 아르마니의 철학을 옮겨놓을 것을 요청을 받는

다.58) 내부공간을 가로지르며 광택 나는 붉은색

PVC밴드로 제작된 저돌적 회전공간은59) 곡선 형태

로 도시의 개념적 움직임과 선들을 표현한 것으로

이는 내부 장식에 생명을 불어넣음과 동시에 반투명

의 재료들의 생동감 넘치는 경쾌함으로 캐쥬얼 쇼핑

의 편안함을 대변한 것이다60)<그림 2>. 이 공간에는

옷을 포함해 아르마니에 의해 기획된 꽃집(ARMANI

fiori), 서점, 화장품 라인, 카페가 있고61) 이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의 필수품들을 통해 고객들은 이상적인

쇼핑의 경험을 얻는다. 2003년 뮌헨에는 복합쇼핑몰

‘Fünf Höfe’에 아르마니의 세 번째 멀티 브랜드 매장

이 문을 열었다. 다른 두 곳과 마찬가지로 이곳 역시

엠포리오 아르마니를 비롯한 의류매장 뿐만 아니라

화장품, 카페, 그림, 꽃, 책과 과자류 등을 포함하는

라이프스타일 제품들로 가득 채워졌다. 이후 아르마

니는 일본의 긴자를 비롯한 밀라노와 뉴욕에 ‘아르마

니 아쿠아(Armani Aqua)’레스토랑을 열었고 2011년

11월에는 홍콩 체터 하우스에는 ‘아르마니 프레베 바

(Armani Privé bar)’를 오픈해 아르마니그룹의 품격

높은 이미지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르마니는

이상적 라이프스타일을 담은 쇼핑의 즐거움을 고객

에게 제공하며 생활의 사소한 부분까지 이 특별한

공간에서 고객들이 아르마니를 경험할 수 있도록 배

려한다. 아르마니의 강점은 평범한 사람들이 스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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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느끼게 만들며 또한 스타들을 평범한 이들처럼

느끼게 하는 것62)이다. 아르마니에 의해 제안된 쇼핑

공간에서 만끽하는 라이프스타일의 체험은 고급취향

의 고객욕구를 충족시키며 이들이 나아가야 할 취향

의 나침반이 되고 있다.

2) 프라다

(1) 패션하우스

프라다 그룹은 ‘프라다(PRADA)’ 이외 ‘미우미우

(Miu Miu)’와 슈즈브랜드 ‘처치스(Church's)’, ‘카 슈

(car shoe)’를 소유하고 있다. 브랜드별 연계가 중요

한 아르마니 그룹과 다르게 프라다 그룹의 레이블들

은 독립적이다. 오늘날 프라다가 언론과 젊은 세대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는 브랜드임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브랜드가 1980년대 생겨난 신진

회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사실상 프라다는

1913년에 창업된 짧지 않은 역사를 지닌 패션하우스

이다.63) 창업 이래 고급 구두와 가죽제품을 판매한

프라다는 1970년 창업자의 조카딸인 미우치아 프라

다(Miuccia Prada)가 경영권을 넘겨받은 후 토털 패

션브랜드로 거듭났다.64) 프라다는 1989년 여성복을,

1992년 남성복과 젊은 고객을 겨냥한 새로운 레이블

‘미우미우’를, 1998년에는 ‘프라다 스포츠(Prada Sport)’

를 론칭하며 라인을 확장했다.65) 1990년대 프라다는

아르마니와 질 샌더(Jil Sander)가 추구했던 간결미

를 추종했고 다만 이들보다 좀 더 미래적 감각을 지

닌 젊은 브랜드로 평가받았다.

여백의 미를 발산하며 아르마니를 추종하는 브랜

드들이 넘쳐나고 있는 경쟁 체제에서 뉴 밀레니엄에

접어들면서 패션시장은 새로운 변혁을 요구했고 프

라다는 기존의 이미지를 버리고 시대의 트렌드를 반

영한 제품을 선보임과 동시에 건축 공간 자체를 진

부하지 않은 브랜드의 상징기호로 만들었다. 건축가

렘 쿨하스(Rem Koolhaas)와의 공조에 의해 탄생한

라이프스타일 공간은 ‘프라다 스타일 속에 또 다른

스타일을 만끽’할 수 있는 새로운 유토피아를 제안한

다<그림 5, 6, 7>. 그리고 프라다와 OMA/AMO의 공

조는 건축과 패션이 만들어낸 합작품으로 이것은 두

회사 모두에게 이득을 가져다주었다.66) 프라다는 고

급취향의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즉시적으로 변화하는

외부 환경들을 패셔너블한 건축을 통해 도시가 요구

하는 새로운 이야기가 존재하는 라이프스타일 공간

으로 풀어나간다. 이를 통해 프라다는 브랜드의 위상

을 대중에게 알리고 기호를 인식시키며 고객들을 기

획된 공간으로 끌어들인다. 프라다는 브랜드의 본질

적 속성을 ‘럭셔리(Luxury)’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오트 쿠튀르의 방식으로 제작된 제품 차제가 아닌

‘제품을 둘러싸고 있는 이미지의 결정체’를 의미한다.

영속적 이미지가 없는 즉흥적 브랜드라는 비판에 맞

서 미우치 프라다는 “프라다의 역사는 융통성 없는

하나의 이미지만을 추종하지 않았다.”67)고 반박한다.

이 브랜드는 이미 오래 전 본질을 유지하며 즉시적

으로 변화하는 스타일의 가변성68)을 수용하는 방법

을 터득했고 이제 패셔너블 건축공간을 통해 이를

실현시키고 있다.

(2) 건축공간접근방식: 스타일 속의 또 다른 라이

프스타일 제시

매 시즌 실용적 제품을 선보이는 프라다는 이미지

구축을 위해 건축을 가장 합리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패션하우스이다. 프라다가 추구하는 건축공간접근방

식은 ‘새로운 침투의 세력’, 곧 트렌드를 먼저 읽어내

어 브랜드의 이미지 공간에 반어적으로 적용하는 ‘스

타일 속의 또 다른 라이프스타일 제시(Pursuing an-

other lifestyle in style)’이다.

프라다는 하나의 공간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

양한 문화 콘텐츠를 패셔너블 건축을 통해 제시한다.

미국 거점매장을 건축한 렘 쿨하스는 “프라다를 세

계시장에 침투(saturation)시켜야하는데 이 ‘침투’의

의미는 아이디어라기보다는 국제적인 배급을 의미한

다.“69)고 설명한다. 또한 미우치아 프라다는 “이것이

경험적이고 혁신적인 쇼핑과 소통의 공간들 속에 있

는 콘셉트와 기능을 발전시키는 욕망을 기초로 기획

되었다.”70)고 말한다. 시대를 앞서가는 브랜드의 즉

시적 트렌드를 담은 이 기획은 프라다의 새로운 얼

굴이며 이들은 철저히 계산된 마케팅 전략을 바탕으

로 대중이 요구하는 제품이미지를 건축이라는 매개

물을 활용해 얻어내고 있다. 프라다는 밀라노본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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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하여 뉴욕,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도쿄에 강력한 이미지를 전달하는 자신만의 유토피

아를 건설하고 이를 ‘에피센터(Eplcenter)’로 명명하

며 복합적 외부환경을 고려한 콘셉트를 매장이 위치

한 도시와 지역의 환경을 고려해 지역적 특성에 맞

는 스토리를 중심으로 차별화된 라이프스타일을 제

안한다. 이를 통해 프라다는 제품라인변화를 최소화

시키고 전시공간의 환경을 가변적으로 운용하며 하

우스의 이미지를 구축해 나간다. 2000년 거점매장지

정 후 프라다는 브랜드의 문화를 판매하기 시작한다.

에피센터는 건물 속의 또 다른 도시공간으로 무대,

거리, 전시장, 도서관, 클럽, 스포츠, 쇼룸, 약국, 클리

닉, 실험실 등의 공간으로 구성되어71) 브랜드의 복합

적인 주체성이 증진된 상징기호의 역할을 담당한다.

프라다의 근원지 밀라노본점은 전통적 건축공간의

미를 발산하며 브랜드의 역사성을 과시하고, 도쿄의

에피센터는 도시 속에 자리 잡은 럭셔리 공간을 표

현한다. 이에 반해 뉴욕의 에피센터는 맨해튼의 라이

프스타일을 축소판이며,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

코는 맨해튼의 감각적 거리를 매장 속으로 옮겨놓으

며 차별화된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한다.

뉴 밀레니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렘 쿨하스와의

공조로 탄생한 에피센터는 미국 내의 프라다 이미지

를 관장하는 거점으로 모던패션의 메카인 뉴욕에서

만끽 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체험공간을 재구성한다.

2001년 완성된 뉴욕센터는 맨해튼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요소를 세련된 비주얼 감각으로 재현하며 주목

받았다. 매장 속의 또 다른 매장을 표방하는 ‘인스토

어 테크놀로지(In-Store Technology)’는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닌 젊은 프라다의 라이프스타일 공간표현

방식이다<그림 5>. ‘발포고무,’ ‘실리콘 매트,’ ‘실리콘

버블,’ ‘메탈 크라우드(Metal Cloud),’ ‘스펀지,’ ‘젤 웨

이브(Gel Wave),’ ‘다공질 벽돌’ 등의 다양하게 가공

된 구조물들은 브랜드가 원하는 이미지를 제품에 간

접적으로 담아낸 것으로 건축의 환경을 활용해 브랜

드의 이미지를 착시시키는 프라다 이미지 구축 전략

의 일환이다<그림 7>. 2004년 프라다의 여성복은 심

플한 실루엣에 에스닉과 오리엔탈 콘셉트를 담아냈

으나 이는 판매되는 공간에서 보이는 진취적 이미지

와는 이질적인 것이었다. 하니쉬는 프라다 에피센터

의 “이질적인 요소는 건축 내부 장식에서도 나타나

는데 하늘로 솟은 것 같은 계단과 언덕의 공간은 ‘패

션’과 ‘패션의 의식’이 표현된 것으로 이것은 ‘스페인

의 스텝’ 혹은 ‘프랑스의 극작가 로베르 가르니에

(Robert Garnier, 1545-90)의 오페라 무대’를 보는 것

과 같다.”72)고 묘사한다. 제품의 본질과 새로운 환경

은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스타일들의 절묘한 조

화를 이루며 라이프스타일의 공간에 프라다의 고고

함과 새로운 젊음의 트렌드를 불어 넣는다. 직선적이

고 시각적인 뉴욕의 에피센터와 달리 2002년 건축된

로스앤젤레스의 공간은 뉴욕의 거리에 곡선미와 부

피감을 불어넣는다. 이 매장은 2002년에는 ‘발포고무’,

2004년에는 스폰지에 다공성을 가미해 매장 내부의

벽면에 발전된 형식을 선보이며 프라다만의 테크놀

로지를 표현한다.73)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의 매장은

상류계층의 쇼핑 미를 대중문화공간으로 옮겨 놓는

시도였고 이 두 매장의 디스플레이는 패션과 테크놀

로지의 익살스러운 혼합이 제공하는 레이블의 예찬

으로 표현되었다74)<그림 5, 6>. 반면 입체성이 중시

된 2003년 샌프란시스코 매장은 역동적이고 강렬한

퍼포먼스 공연장을 연상시키며 공간 자체의 역동성

이 재구성되는데 이 공간은 석고보드를 사용하여 비

현실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최후의 정크 공간(ulti-

mate junk space)’75)을 표현한다<그림 7>.

샌프란시스코 매장과 동일한 시기 자크 헤이조그

(Jacque Herzog)와 피에르 드 뮤론(Pierre De

Meuron)에 의해 기획된 도쿄의 거점매장은 쿨하스

의 미국센터들과는 본질적감성의 차이를 보인다<그

림 8>. 미국매장이 도시생활의 양식을 끌어들였다면

도쿄는 특별한 도시의 일부계층들을 위해 세워진 결

정체로서 럭셔리 브랜드의 본질적 이미지를 부각시

키며 아시아의 정서를 반영한다. 상류층의 패셔너블

한 콘셉트를 함축해 놓은 ‘건축적 보석’,76) 이것은 도

쿄를 위한 프라다의 이미지이다. 시대의 트렌트 반영

을 위해 직접적 테크놀로지 표현에 집중한 미국과

달리 이 매장은 ‘스노쿨러’의 형태를 이용하여 은유

적으로 미래이미지를 가미했다<그림 8>. 헤이조그와

드 뮤른은 “이 공간이 열려있는 도시 광장에 둘러싸



服飾 第62卷 7號

- 162 -

여 있는 ‘순수한 럭셔리’의 재현이며 1930년 뉴욕의

랜드 마크 록펠러 센터(Rockefeller Center)를 회상하

며 프라다의 이미지를 발전시켰다.”77)고 설명한다.

도시 광장에서 눈에 띄는 이 결정체는 도쿄의 쇼핑

중독자들을 유혹한다.78) 도쿄 에피센터는 외부의 화

려함과 내부의 순수한 럭셔리에 테크놀로지가 가미

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공간이다.

프라다의 거점매장은 위치하고 있는 도시의 이미

지를 공간에 담아내며 프라다 속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라이프스타일 양식을 제안한다.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치 있음의 차이를 프라다

는 건축 공간을 통해 풀어내며 프라다 속의 또 다른

스타일을 제안하고 있다.

3) 콤므 데 카르송

(1) 패션하우스

1969년 시작한 레이 카와쿠보(Rei Kawakubo)의

패션하우스 콤므 데 카르송(Comme des Garçons)은

1970년대 일본패션시장에서 주목받았고 1978년 남성

복라인으로 영역을 확장했다. ‘소년들 같은’이라는 의

미를 지닌 콤므 데 가르송은 1981년 블랙, 다크 그레

이, 화이트를 앞세워 코르셋 중심의 서양복식을 파괴

한 몸 중심 의상을 선보이며 안티패션의 선구자로서

파리컬렉션 입성에 성공한다. 카와쿠보는 패션이 옷

자체만을 상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디자이너는 1980년대부터 이미 패션, 예술, 공간의

관계에 관심이 있었고 1990년대 초 시즌별로 출간되

는 여섯 개의 감각을 드러낸다는 의미의 ‘six’ 매거진

출간해 컬렉션에 영감을 준 사진과 이미지를 대중에

게 공개하며 아이디어의 원천을 분명히 밝혔다. 스스

로를 ‘반항적인 사람(rebellious person)’이라고 부르

는 카와쿠보는 이전에 자신이 다루었던 주제들을 재

현하고 싶어 하지 않으며 자신이 전혀 접하지 않았

던 것들을 찾기 위해 매 시즌 노력한다.79) 카와쿠보

는 1994년에는 미국의 포스트모던 아티스트인 신디

샤먼(Candy Sherman)과의 동반 작업을 통해80) 콤

므 데 카르송의 예술적 가치를 관객들에게 알렸고,

1995에는 젠(Zen) 사상을 만끽할 수 있는 단백하고

정갈한 자유의 미를, 1997년에는 ‘Body meets dress-

dress meets body’를 통해 몸의 형식을 재구성하며

매 시즌 이미지 반전에 성공한다. 또한 카와쿠보는

이전 시대 오트 쿠튀르들의 도제시스템을 답습하듯

현대 패션하우스로서는 이례적으로 1993년 콤므 테

카르송의 수석재단사였던 준야 와타나베(Junna Wa-

tanabe)의 단독 브랜드 론칭을 지원한다.

콤므 데 카르송은 건축의 공간을 동일한 의식과

스타일을 추구하는 마니아들과의 비밀스러운 회합의

장소로 만들어 낸다. 상업적 성공을 잣대로 변수를

열어두는 여타의 디자이너들과 다르게 레이 카와쿠

보는 자신의 예술성을 알아주는 관객을 위해 옷과

공간을 디자인하며 “창의적 사고와 차별화를 통해

사람들에게 새로운 미적 기준을 제시하고 싶다.”81)고

말한다. 차별화된 미적 의식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

는 카와쿠보는 소수의 집단이 취할 수 있는 예술품

생산을 원하며 글로벌패션이 추구하는 대량생산 전

략과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자신과 동일한 감성을 지

닌 마니아들에게 접근한다.

(2) 건축공간접근방식: 비밀스럽고 개인적인 예술

공간의 경험

‘비밀스럽고 개인적인 예술 공간의 체험’은 콤므

데 카르송의 이미지 구축전략이다. 열린 사고를 중시

하는 레이 카와쿠보는 아트 갤러리와 같은 건축공간

에 예술가의 비밀스러운 감성에 숨겨놓았다<그림 9>.

형식의 전의를 실천한 레이 카와쿠보의 의상은 개

념적 행위를 입는 예술품을 지향하며82) 매 시즌 의

식을 담은 전시회를 콤므 데 카르송을 통해 선보이

며 차별화된 이벤트를 주관해 나간다. 카와쿠보는

“자신을 가장 잘 아는 방법은 자신의 옷을 보는 것”

이라고 설명하며83) 대량생산 작업을 통해 다수의 대

중을 만나기보다는 스타일의 가치와 미학을 이해해

주는 동반자를 찾고 싶어 한다. 카와쿠보에 있어 건

축은 제한된 패션의 세계에서 표현하지 못한 자신의

꿈을 실현시켜주는 또 하나의 창작공간으로 이 디자

이너는 직접 콤므 데 카르송 매장 건축디자인을 주

도해오고 있다.84) 건축은 제품판매를 넘어서는 의미

의 공간이자 창조의 공간으로 예술의 영역, 곧 예술

그 자체의 작업이며 하나의 갤러리이다.85) 이 디자이



현대패션에 나타난 건축 공간을 활용한 이미지 구축현상 고찰

- 163 -

너에게 작업의 의미는 부틱을 통해 건축적 영감을

옷과 가구디자인에 적용시키고 이 요소들을 설명해

내는 것이다.86)

레이 카와쿠보의 주체성이 반영된 콤므 데 카르송

의 서로 다른 공간들은 독특한 컬러를 지닌다. 1986

년 맨하튼 콤므 데 카르송 매장을 오픈한 이래 카와

쿠보는 건축과의 관계해석을 통해 패션의 차원을 예

술의 경지에 올리기 위해 노력한다. 1990년대 프랑스

에서 초대된 전시들은 전위 예술가의 작품을 연상시

켰고 이러한 영향으로 1996년 키네틱 예술가 헤수스

라파엘 소토(Jesus Rafael Soto, 1923-2005)와의 공조

로 탄생한 도쿄의 아오야마 매장은 시각적으로 이미

지를 확대시키는 예술가의 개인전을 연상시킨다<그

림 9, 10>. 뉴 밀레니엄 기에 접어들기 직전인 1999

년 퓨처시스템(Future System) 얀 카프리스키(Jan

Kaplicky, 1937-2009)의 뉴욕매장 재구성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동경본점과 파리매장의 변화가 시작되었

으며 카와쿠보는 콤므 데 카르송의 매장 디자인의

방향을 건축과 패션의 움직임으로 설정한다.87) 1998

년 기획된 이 환상적인 이벤트는 고객이 경험할 수

있는 디자이너의 개인적 세계를 보여주었다. 창고 속

에 열린 미래적 공간을 연상시키는 뉴욕 매장은 패

션매장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현대미술관을 연상시키

며, 도쿄의 거점매장은 고객을 위한 놀이터를 제안

한다88)<그림 12>. 도쿄 본점은 스크린을 통해 보이는

고객의 모습을 통해 ‘자기성찰(self-reflexivity)’의 철

학을 건축에 반영한 것으로 단조로운 미니멀리즘으

로 통일되어있는 하이패션매장의 스타일과 경쟁 한

다89)<그림 13>. 이에 반해 붉은 박스가 나열되어 있

는 파리매장은 클래식한 외부의 환경과 이질화된 전

위예술의 공간을 만든다<그림 11>. 카와쿠보의 실험

적 공간들은 고객의 참여를 유도하며 판매의 공간을

감성소통의 장으로 변모시켰다. 카와쿠보는 2000년에

는 필립 스탁(Philippe Starck, b.1949)과 로버트 윌

슨(Robert Wilson, d. 1941)에 이어 하버드 디자인대

학에서 수여하는 ‘The Year 2000 Third Excellence

in Design Award’를 수상하며 자신이 옷과 건축에

적용했던 모든 아이디어를 ‘Structure+Expression’전

을 통해 하버드대학 갤러리에 선보였다.90) 또한 2004

년에는 런던의 매장 ‘도브 스트릿 마켓(Dover street

Market)’을 'the mistress-mind behind the Comme

des Garçons'라는 주제로 기획해 미래에 다가올 쇼핑

의 콘셉트를 제시한다.91) 도브 매장은 건축물 자체의

예술성 배제 후 보이는 아름다운 혼란의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분리된 공간과 윈도우 장

식만을 허용했다.92) 이 공간은 콤므 테 카르송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며 카와쿠보에 의해 선택된 신진디

자이너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아방가르드 패션

과 아트 페어(avant-garde fashion and art fair)’의

장이다<그림 14>. 6개의 이야기가 있는 공간으로 구

성된 내부는 새로운 이벤트의 공간으로 다양한 감성

을 지닌 신진디자이너들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93) 이것은 내부의 재구성을 통한 이

야기가 있는 설치예술 공간의 창작이라는 측면에서

글로벌 패션이 추구하는 패셔너블 건축과 차이를 보

인다. 비록 카와쿠보의 진출 때문에 ‘도브 스트릿 마

켓’이 위치한 킹스톤 마켓(Kensington Market)의 젊

은 디자이너들의 매장은 문을 닫게 되었지만 이곳은

거리의 기념비가 되어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다.94)

카와쿠보가 건축 공간에 집착하는 이유는 이것이

콤므 데 카르송의 메시지를 명확히 드러내주는 또

하나의 초석이기 때문이다. 개인적 공간인 카와쿠보

의 매장은 작가가 주관하는 설치예술의 장이다. 카와

쿠보로 인해 패션을 위한 건축은 그 자체가 패션과

함께 설치되는 설치예술의 재료가 되어 도시의 거리

에 새로운 환경을 만든다. 트렌트를 뒤로한 채 작가

의 의식을 패션과 건축이라는 오브제에 표현하는 카

와쿠보의 작업은 예술이며 건축은 콤므 데 카르송을

전시하는 디스플레이 공간임과 동시에 디자이너 자

신의 예술세계를 반영하는 설치예술도구이다. 비밀스

럽고 개인적 작업공간을 통해 카와쿠보는 마니아들

과 소통한다.

2. 패션이미지 구축을 위한 건축 공간 활용 유형
아르마니 그룹, 프라다, 콤므 데 카르송의 건축 공

간 활용유형 특성분석결과 ‘취향의 기준이 되는 라이

프스타일을 담은 쇼핑공간의 부여,’ ‘스타일 속의 또

다른 라이프스타일 공간 제안,’ ‘비밀스럽고 개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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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공간의 체험,’이 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건축

공간을 활용한 패션이미지 구축 현상을 분류할 수

있다.

1) 취향의 기준이 되는 라이프스타일을 담은 쇼

핑 공간

‘취향의 기준이 되는 라이프스타일을 담은 쇼핑

공간 부여(Giving shopping space put into lifestyle

of the canons of taste)’는 보수적 패션브랜드들이

지속가능한 이미지 구축을 위해 건축 공간을 활용하

는 가장 보편적 유형이다. 영속성을 중시하는 이 브

랜드들은 전 세계의 매장을 자신들이 제안하는 동일

한 라이프스타일의 공간으로 무장시켜 고객에게 품

격 있는 취향의 기준을 제시한다. 브랜드의 스타일은

유행을 쫓는 제품이 아닌 좋은 소재로 잘 만들어진

편안한 고급의상으로 독특한 아이덴티티를 바탕으로

이미 규정된 하우스만의 클래식 스타일이 주류를 이

룬다. 이들은 옷뿐만 아니라 가구, 인테리어, 화장품

등의 일상생활에 관계된 모든 부문을 패션의 하위카

테고리에 귀속시켜 하나의 라이프스타일군을 만들어

낸다. 또한 고객들의 생활전반을 틀어쥐며 건축 공간

에서 연출할 수 있는 제품과 더불어 규정된 이미지

를 통해 상상이 가능한 모든 것을 판매대상으로 여

긴다. 곧 이 부류는 패션뿐만 아니라 매장 밖에서 좋

은 인상을 가지는 것, 자신의 하우스와 적합한 런치

스타일, 바와 라운지, 레스토랑 등을 거점매장에서

판매 가능한 상품으로 여긴다.95) 그러므로 이들의 속

성은 규정적, 보수적, 객관적이다.

품격 있는 패션리더임을 자신하는 고객들 역시 변

화하는 트렌드 보다 품위 있는 감각과 세련미가 검

증된 이들 하우스가 제안하는 라이프스타일 수용을

통해 스타일의 안전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자신의 고

급 취향과 권위를 과시한다. ‘취향의 기준이 되는 라

이프스타일을 담은 쇼핑 공간’을 부여하는 패션브랜

드들은 공간 활용 주도권을 쥐고 있으며 고객들이

취해야만 하는 이상적인 취향을 제시하고 이미 규정

된 쇼핑의 룰을 각인시킨다. 아르마니 그룹, 폴로 랄

프로렌 등이 이 유형에 해당한다.

2) 스타일 속의 또 다른 라이프스타일 공간

‘스타일 속의 또 다른 라이프스타일 공간 제안

(Proposing another lifestyle space in style)’은 트렌

드를 빠르게 읽어내어 세련된 고객의 취향을 선점하

려는 개별 브랜드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는 패

션하우스가 복합문화공간의 장으로서 건축 공간을

활용하여 이미지를 구축하는 유형이다. 이 부류에 속

하는 패션하우스는 베이식라인을 유지하면서 트렌드

가 민감하게 반영된 캡슐라인을 광고전면에 내세워

유행을 선도하는 브랜드의 이미지를 포장한다. 또한

거점매장이 위치한 지역적 특성이나 구매고객의 연

령과 취향에 맞게 건축 공간내부와 외부 스타일을

차별화해 시대와 고객이 원하는 새로운 라이프스타

일의 공간을 제시하며 유행에 민감한 패션인들의 이

목을 집중시킨다. 이들은 동일한 스타일을 제안하는

보수그룹과는 다르게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다양

한 스타일의 거점매장을 선보인다. 트렌드의 변화에

민감한 이들은 객관성이 고려된 가변성을 중시한다.

변덕스러운 현대 소비자들은 한 브랜드에 집착하

려 하지 않으며 서로 다른 브랜드들을 혼합을 통해

즐거움을 찾는다. 패션공간은 차별성을 내재한 특별

한 고객을 위해 종종 상반되는 감성들을 표현하는

데,96) 이것이 ‘스타일 속의 또 다른 라이프스타일 공

간 제안’의 공간 활용 방식이다. 이 부류에 있어 공

간 활용의 주도권은 고객에게 있으며 패션하우스는

패셔너블 건축을 통해 패션 도시 안에서 도시의 중

심이 되는 라이프스타일 공간을 제안한다. 곧 이들은

옷으로만 한정된 범위에서 보여줄 수 없는 새로운

이미지를 시대의 요구를 담을 건축 공간의 재구성을

통해 표현한다. 또한 외부 자극인 건축공간을 적극적

으로 활용하여 브랜드 내면의 이미지를 간접적으로

확산시키고 조직적 마케팅능력을 동원해 패션이 글

로벌 산업임을 확인한다. 프라다, 루이비통이 이 형

식을 대표한다.

3) 비밀스럽고 개인적인 예술 공간

‘비밀스럽고 개인적인 예술 공간의 체험(expe-

riencing mysterious and individual art space)’은 디

자이너가 개성 있는 마니아계층과 소통하기 위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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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문화공간을 제안하는 건축 공간 활용유형이다.

이 부류의 공간 활용 주도권은 보수적 브랜드와 마

찬가지로 디자이너가 쥐고 있지만 이들과의 차이점

은 설정된 공간이 영속적이지 않으며 작가의 의지에

따라 매 시즌 가변적으로 구성되는 가장 상업성과

거리가 먼 스타일이라는 것이다. 유니폼을 입은 듯

동일하게 보이는 일시적 유행의 추종을 감각적이지

못한 스타일로 치부하는 이들은 고객들에게 디자이

너의 ‘비밀스럽고 개인적인 예술 공간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이곳에서 공간은 디자이너의 의식으로 가

득 채워져 있는 예술품의 연장으로 디자이너의 창조

물과 동일한 선상에서 기획된다. 다른 부류들처럼 미

디어를 이용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지 않지만 이

들의 예술성을 인정한 미디어는 이 부류의 행보를

주목한다. 공간의 체험을 통해 고객들과 비밀스럽고

개인적 관계를 만드는 이 부류는 주관성을 바탕으로

한 가변성을 중시한다.

다수의 대중이 추종하는 트렌드와는 동떨어져 있

으나 색깔이 명확한 이들의 스타일은 고객을 작가의

작품과 예술성을 추종하는 마니아로 만든다. 이들에

게 건축은 자신의 외형을 대중에게 알리는 홍보매체

라기보다는 작가 내면을 표현하는 개인 작업공간으

로 디자이너의 예술적 감성을 특별한 고객들에게 전

달하는 전시의 장이며 이 공간을 통해 고객들은 디

자이너와 소통하며 예술작품으로서 패션의 가치를

인식한다. 레이 카와쿠보의 ‘콤므 데 카르송’, 마틴

마르지엘라, 이세이 미야케의 ‘A-Poc’ 등이 이 부류

를 대표한다.

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패션에 나타난 건축공간을

활용한 이미지 구축 현상을 규명하는데 있었다. 연구

는 현대패션이 건축공간을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해

몸의 주변공간으로 국한되었던 패션의 본질적 창조

영역을 라이프스타일 전반으로 확장시키며 하우스의

이미지를 구축해나가고 있는지를 서로 다른 접근방

식을 통해 건축 공간을 패션의 영역으로 끌어드린

‘아르마니 그룹(Armani Group)’, ‘프라다(Prada)’,

‘콤므 데 카르송(Comme des Garçons)’의 사례분석

을 통해 건축 공간을 활용한 이미지 구축 패턴을 추

출했다.

현대패션과 건축은 공조를 통해 도시에 새로운 환

경을 제공하는 ‘패셔너블 건축’을 선보이는데, 이것은

‘인사이드 아웃’ 법칙 아래 창작된 패션을 위한 창조

물이라는 특수성을 지닌다. 패션을 위한 건축은 강렬

하고 독창적인 패션하우스의 이미지를 담아내는데

이는 패션이미지가 건축이라는 외적 미디어에 전위

된 상태로 건축이 패션의 대리물임을 설명해주는 근

거이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옷 자체에 새로운 트랜드

를 반영하는 직접적 표현방식이 아닌 주변 환경과

공간을 활용하여 은유적으로 패션의 이미지를 매개

물에 담아내는 간접적 표현방식이다. 패션은 디자이

너의 라이프스타일을 건축을 매개로 고객에게 제안

하고 이를 판매로 연결시킴과 동시에 도시의 환경에

새로운 유희를 제공한다. 곧 패션은 ‘패셔너블 건축’

이라는 강력한 미디어를 통해 제품판매에 박차를 가

하고 있으며 건축은 패션하우스들의 이미지와 기호

를 대변하며 고객과 패션을 잇는 절대적 가교(架橋)

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사례분석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현대패션하우스

들은 차별화된 접근방식으로 건축 공간을 패션의 영

역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아르마니에게 있어 건축은

자신의 이상적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표현공간이

다. 아르마니는 영속성을 강조하는 멀티브랜드 시스

템을 활용하여 다양한 계층에서 ‘아르마니’라는 공용

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반면 ‘프라다’는 시

대가 요구하는 트렌드를 반영하는 매개물로 건축을

활용하며 지역적 스타일의 차별화를 고려하여 단일

브랜드가 표출할 수 있는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공간

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레이 카와쿠보의 ‘콤므 데

카르송’은 개인적인 정체성을 표현하는 공간으로 건

축을 활용한다. 시대의 트렌드를 쫓지 않는 콤므 데

카르송의 의상은 작가의 주체성이 반영된 작품이며

건축 공간은 설치의 장이다.

연구의 결과 현대패션에 나타난 건축공간을 활용

한 이미지 구축 현상은 세 가지 형식으로 구분되었

고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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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현대패션에 나타난 건축공간을 활용한 이미지 구축 유형 및 특성97)

패션하우스 건축 공간 활용유형 특성

아르마니

그룹

(Armani

group)

 취향의 기준이 되는 라이프스타일을 담은 쇼핑 공간

보수적,

규정적,

객관적,

영속적,

상업적<그림 1> Glaudio

Silvestrin,

, Paris 2000

- Fashioning the

city, p. 17.

<그림 2>

Emprio Armani,

Hong Kong

- Absolutely

Fabulous!, p. 48.

<그림 3>

Tadao Ando & Armani,

Armani/Teatro, Milan 2001

- Total Living, p. 102.

<그림 4> Fuksas, M. &

Mandrelli, D. O.,

Armani Fiori, Hong Kong 2001

- Absolutely Fabulous!,

p. 141.

프라다

(PRADA)

 스타일 속에 또 다른 라이프스타일 공간

개방적,

가변적

객관적,

즉시적,

상업적
<그림 5>

Soho

- Rem

Koolhaas, p. 38.

<그림 6>

Los Angeles

- Absolutely

Fabulous!, p. 88.

<그림 7>

San Francisco

- Rem

Koolhaas p. 40.

<그림 8> Herzog & De Meuron,

Tokyo, 2003

- Absolutely Fabulous!, p. 55.

레이

카와쿠보의

콤므 테

카르송

(Comme

des Garçons

by Rei

Kawakubo)

 비밀스럽고 개인적인 예술 공간

보수적,

가변적,

주관적,

영속적

이면서

즉시적,

비상업적

<그림 9> Exposion, ‘Art &

Mode’ Palisades beaux-arts,

Bruxelles, 1995

- ART ET MODE, p. 22.

<그림 10>

Jesus Rafeak Soto,

Aoyama, Tokyo, 1996

- ART ET MODE, p. 26.

<그림 11> Paris 매장 외부와 내부

- Unlimited: Comme des Garçons,

pp. 180-181.

<그림 12> New

York, 1999

- Future

System, p. 220.

<그림 13> Tokyo, 1998

- Rei Kawakubo of Comme des Garçons,

p. 79(좌)

- Unlimited: Comme des Garçons, p. 223(우)

<그림 14> Dover Street

Market, London 2004

- Rai Kawakubo: London,

Great Britain 2004, p.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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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향의 기준이 되는 라이프스타일을 담은 쇼핑

공간의 부여

2. 스타일 속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공간의 제안

3. 비밀스럽고 개인적인 예술 공간의 체험

첫 번째 형식은 ‘취향의 기준이 되는 라이프스타

일을 담은 쇼핑공간의 부여(Bring Shopping Spaces

to Promote Tasteful Lifestyle)’이다. 이 스타일을 취

하는 대표적인 패션하우스는 아르마니 그룹이며 이

부류는 지속성을 지닌 독특한 감성을 바탕으로 브랜

드의 이미지 자체를 양식화한다. 이 영역에서 건축은

올바른 취향의 쇼핑을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의 장으

로서 패션디자이너가 제안하는 취향을 재현해내는

도구이다. 이 그룹은 보수적, 규정적, 객관적, 영속적,

상업적인 속성을 지닌다.

두 번째 형식은 ‘스타일 속의 새로운 라이프스타

일 공간의 제안(Proposing New Lifestyle in Style)’

이다. 프라다가 속해있는 이 형식은 조직적인 마케팅

능력을 동원하여 패션을 ‘창조의 산업’이 아닌 ‘판매

의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 패턴에서 건축

은 시대가 요구하는 트렌드를 반영하는 매개체로서

패션하우스는 건축을 통해 현존에 가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간접적 혹은 유동적으로 제시한다. 이 그룹

은 개방적, 가변적, 객관적, 즉시적, 상업적인 특성을

지닌다.

세 번째 형식은 ‘비밀스럽고 개인적인 예술 공간

의 체험(Experiencing the Secretive and Individual

Space)’이다. ‘콤므 데 카르송’이 속해 있는 이 부류

는 디자이너가 예술적 감성을 자유롭게 표현하여 ‘창

조로서의 패션’, 곧 예술작품으로서의 패션을 선보이

며 마니아층으로 형성된 고객과 교류한다. 이 형식에

서 건축은 예술가의 비밀스러운 감성이 숨어있는 아

트갤러리이다. 이 그룹은 보수적, 가변적, 주관적, 영

속적이면서 즉시적, 비상업적인 특성을 지닌다.

결론적으로 현대패션에 나타난 건축을 통한 이미

지 구축현상은 패션의 영역을 라이프스타일 전반으

로 확장시켰고 건축과 패션영역 모두의 발전에 기여

했다. 이제 패션과 건축은 단순한 형식의 차용을 넘

어 공조와 발전의 관점에서 관계가 논의되고 있으며

이 두 영역이 만들어낸 시너지 효과는 도시에 새로

운 문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패션의 범주와

영역확장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는 논쟁의 대상이 되

고 있지만 현대패션이 건축을 매개로 새로운 이미지

를 지속적으로 구축해내는 것은 패션이 더 이상 몸

의 보호와 치장을 위한 몸 주변의 창조물이 아니며

본질적 창조영역을 라이프스타일 전반으로 확장시켜

문화의 핵심 축으로 부상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현대패션에 나타난 건축공간을 활용한

이미지 구축 현상과 그 특성을 구분 지으면서 1) 사

례로 선정된 패션하우스들의 거점매장 모두를 분석

하지 못한 점과 2) 자료선정과정에서 연구자가 취합

한 문헌자료에만 치중해 연구가 진행된 점 그리고

3) 논문지면의 제한으로 사례연구대상이외 비슷한

유형을 가지고 있는 하우스들을 함께 분석해 분류의

표준화를 도출하지 못해 유형분류가 사례연구에만

국한된 점이 연구의 한계점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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