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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shion exhibitions in museums and galleries is a form of fashion communication media. This thesis exa-

mines the messages, objects, and space of fashion exhibitions as fashion communication media as well as ana-

lyzes the method of fashion communication. This thesis first provides a theoretical study on fashion exhibition

and conducts a case study of the 2012 Nora Noh Retro Exhibition La Vie en Rose (2012/5/23-6/2, Horim GNB

Gallery, Seoul), dedicated to the first Korean female fashion designer. The message of the exhibition was the

fashion philosophy and the fashion style of the designer as well as the intention of the curator. The objects

presented were the dresses kept by the loyal customers of the brand, and the homage items by designers of

present generation. The space designs of the exhibition were the layout and total coordination of the opening

event. The methods of fashion communication for the fashion exhibition, in the case of the La Vie en Rose

exhibition, were communicated (1)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2) from designers to celebrities and (3) from

the designer to the celebrity and the viewers.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the designer's style throughout the

60 years of her fashion career is conveyed to the present generation fashion people, in the form of homage de-

signs and collaboration works. From designers to celebrities, her fashion philosophy was delivered in the form

of movie and stage costumes. Some present generation celebrities tried reinterpretations of the garment. From

the designer to the celebrity and the viewers of the exhibition, the intention of the curator and the designer

were individualized and internalized by the vie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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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6월 2일까지 서울 호림

GNB 갤러리에서 열린 노라 노 <라 비 엥 로즈(La vie

en rose)> 전시는 패션계 및 사회 전반 언론의 관심을 모

은 이벤트로서, 개인적으로는 디자이너 노라 노의 지난

60년간을 회고하면서 패션계 인물들이 우리나라 1호

디자이너에게 경의를 표하는 계기였다. 이는 우리나라

에서 디자이너 1인에게 헌정된 최초의 패션 전시로서,

관객과 디자이너 사이에 이미지와 컨셉트의 소통이 이

루어지는 패션 커뮤니케이션의 장이라 할 수 있다.

갤러리와 뮤지엄에서의 패션 전시는 패션의 해석과

디스플레이에 있어서 새로운 인식을 부여하고 패션에

대한 새로운 담론과 관점을 구성하는 계기가 된다(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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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son, 2000). 즉 마케팅적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소구하

는 광고와 매장 디스플레이와는 달리 예술적 통합적인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 기능할 수 있다. 서구 학계에서

는 뮤지엄에서의 패션 전시에 주목하여 일찍이 2006년

2월 17~18일 FIT 제4차 심포지엄 ‘Museum Quality: Col-

lecting and Exhibiting Fashion & Textile’을 개최하였으

며 패션 전시에 관한 다각적인 학계의 의견을 개진하여,

패션 전시의 등장 배경 분석(Anderson, 2000; Steele,

2008), 큐레이터의 역할(Frisa, 2008)과 다양한 해석(de

la Haye & Clark, 2008), 개별 전시에 관한 리뷰 및 내

용 분석(McNeil, 2008; Potvin, 2010) 등 다방면의 연구

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까지 국내에서는 저명한 외국 디자이너

전시 디자인에 관한 논의(Jang & Yang, 2011; Lee, 2004)

몇몇에 그쳤을 뿐, 패션 전시의 패션 커뮤니케이션에 관

한 연구와 분석은 부족하며, 특히 우리나라 패션 전시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의 목적은 패션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

의 패션 전시에 나타나는 메시지와 오브제, 공간 디자

인의 커뮤니케이션을 2012 노라 노 <라 비 엥 로즈> 전

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커뮤니케이션 방식

을 분석하는데 있다. 앞으로 국내에서도 패션 전시가

다각도에서 시도되리라고 기대되는 바, 미래의 국내외

패션 전시와 관련 디자인 교육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연구의 방법으로는, 우선 이론적 배경으로

서 패션 전시와 패션 커뮤니케이션에 관해 국내외 패

션 전시 관련 연구 및 패션사, 박물관학, 커뮤니케이션

관련 문헌을 고찰한 뒤, 구체적 사례의 대상이 된 디자

이너 노라 노의 작품 세계와 패션 스타일을 살펴본다.

이후 2012 노라 노 회고전 <라 비 엥 로즈>의 기획자와

디자이너의 메시지, 패션 오브제, 공간 디자인을 실증

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나타난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분

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패션 전시와 패션 커뮤니케이션

1) 패션 커뮤니케이션과 매체

Kim and Yang(2002)에 따르면, 패션은 개인이나 집

단이 그 가치와 의미, 정체성을 확립하고 소통하며 전

달, 교환하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다. 비언어적 측면의

시각 기호들이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요소가 되면서 전

달되고 유통된다.

일반적으로 패션 커뮤니케이션은 패션 기업이나 디

자이너 등의 발신자가 패션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소비

자와 커뮤니케이션하는 일련의 과정이다(Lee & Lee,

2011). 패션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종류로는 광고, 패션

쇼, 패션 필름, 디스플레이, P.O.P 등이 있으며, 최근에

는 이미지와 콘셉트의 효과적 전달을 위한 예술적 표

현방식인 패션 필름, 애니메이션, 통합적 커뮤니케이션

매체인 매장을 중심으로 한 디스플레이, 모바일과 인터

넷 광고 등의 패션 커뮤니케이션 매체들의 역할이 커

지고 있다.

패션 브랜드들과 패션 기업, 디자이너들은 패션 커뮤

니케이션을 통해 발신자와 소비자 간의 원활한 커뮤니

케이션을 지원하고, 발신자가 의도한 패션 정보와 판매

촉진의 마케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들의

의식수준을 높여 생활양식과 패션의 변화를 유도하고

교육적 정보의 전달로 소비자 의식을 고취시키려 시도

한다. 갤러리와 뮤지엄에서의 패션 전시는 즉각적인 구

매유도보다는 교육적 정보의 전달이나 소비자 의식 고

취의 성격이 강한 패션 커뮤니케이션 매체라 할 수 있

다.

2) 패션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의 패션 전시

패션 전시는 패션 프레젠테이션의 하나로서, 패션쇼,

디스플레이, 세미나, 특별 행사, 프로그램들과 함께 패션

을 표현하고 홍보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Guerin, 1987/

1993). 뮤지엄은 패션 프레젠테이션이 이루어지는 패션

미디어의 역할을 하면서 현대 패션 시스템의 정보 유통

에 관련되고 공헌한다. 영국의 경우 빅토리아 앤 앨버

트 뮤지엄과 같은 정부 산하의 전통적 미술관에서부터

의상 전문 갤러리, 소규모의 인디펜던트 갤러리에 이

르기까지 패션 미디어로서의 뮤지엄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Anderson, 2000). 흔히 전시회, 박람회(fair, trade

show, exhibition) 등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특정 장소에서 일정기간 동안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하

는 경우(Kim & Bae, 2003)와 달리 직접적인 판매활동

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갤러리 또는 뮤지엄에서의 전시

회를 의미한다.

패션 전시(fashion exhibition)는 특정 공간 안에서 패션

을 주제로 한 전시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메시지(me-

ssage)와 패션 오브제(fashion object), 전시 공간(space)

을 하나의 조화로운 통합체로 구성하고 스토리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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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작업이다(Jang & Yang, 2011). 디자이너 혹은 패

션 하우스의 패션 철학, 브랜드 이미지, 큐레이터의 기

획의도의 메시지는 고객, 또는 관객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성공적인 도구가 된다. 패션 전시에 포함된

오브제는 옷을 입은 디자이너의 신체나 전시물, 제시

된 패션을 착용한 마네킨과 패션 모델들을 통해 제시

된다. 또한 전시 공간의 디스플레이와 전시 디자인은

구성과 제시방법과 순서에 따라 효과적인 커뮤니케이

션을 시도한다.

패션 전시의 메시지 전달이라는 의미에서 볼 때 패션

큐레이팅은 우리 주변의 다양한 발자취, 증후, 파편들

을 인식하는 비판적인 응시의 실행이다. 패션에 역사적

정확성을 충실히 부여하기보다는, 변화에 의해 의미 있

어지는 과정으로서의 패션의 필수적 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비판적 실천이다(Frisa, 2008). 모든 전시는 해석이

며, 확증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어 정교하게 뉘앙스를 담

을 수 있다(Steele, 2008). 패션 전시의 메시지는 큐레이

터와 디자이너의 응시방식에 따른 해석을 담는다.

W Korea(as cited in Hur, 2011)에 따르면, 디자이너

빅터 앤 롤프(Viktor & Rolf)는 전시를 통해 살아있는

우리의 삶을 스토리로 생생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

했다고 하였다. 패션쇼는 패션 업계 종사자들을 위한 것

이지만, 전시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옷을 보여주는 수단

이 되므로 쇼보다 전시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다만 다른

패션 프레젠테이션 방법에 비해 전시는 정적인 전달수

단이므로 구성상 지루하지 않게 제시하여야 할 필요성

이 있다.

특히 1인의 디자이너나 패션 브랜드 주도의 디자이

너 전시는 한 개인의 공헌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디자이너 자신의 조언과 개입, 상업성이 지나친 경

우 큐레이팅의 방향에 혼선을 가져올 수도 있다(Steele,

2008). 패션 전시는 이와 같이 큐레이터의 시선과 해석,

디자이너의 의도, 브랜드 이미지를 담아 커뮤니케이션

된다.

패션 전시의 오브제는 단순한 옷이라기보다 예술로

확장된 패션으로서 뮤지엄과 갤러리에 전시된다. 회화,

조각, 사진과는 다르게 패션은 라인, 형태, 컬러, 움직임

이 중요하므로, 패션 전시는 관람객들이 움직임 있는 오

브제를 이해하도록 연출되어야 한다(Jang & Yang, 2011).

뮤지엄에서의 현대 패션 전시는, 현대 패션 디자인에

있어서 몸과 이미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

조한다(Anderson, 2000). 전통적으로 오브제로서의 의

복에 초점을 두어 온 패션 전시는 현대의 뮤지엄에서

오브제가 재현되는 이미지와 언어적인 텍스트에도 관

심을 가지고 전개되고 있다. 이와 같이 뮤지엄에서의

패션 전시는 의복의 형식적 미와 조형적인 잠재성, 혹

은 사회사적, 문화적, 지역사적 해석을 강조하고 있으

므로(McNeil, 2008), 오브제인 의상과 함께 재현되는 신

체 이미지가 패션으로서 커뮤니케이션된다고 할 수 있

다.

마지막으로, 패션 전시는 공간과 전시 디자인에 있

어서 디스플레이, 공간 설정, 레이아웃, 제시방법 및 순

서 등을 통해 커뮤니케이션된다. 패션 전시의 역사에

서 절대적인 역할을 했던 Vreeland(as cited in Steele,

2008) 또한, 패션 전시는 연극적이고 드라마틱해야 함

을 언급하였다.

Smith(as cited in Anderson, 2000)는 뮤지엄에서의

패션 전시가 프레젠테이션 수단에 대한 관객의 인식을

상승시키는 것이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프레젠

테이션 스타일이 단조롭지 않도록 혼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어느 정도 전시방법에 대해 관객의 관

련성이 있어야 하며, 전시방법의 인위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남다르면서도 일리 있는 해석방법에 대한 인식

이 이루어지는 공간 설정과 제시방법이 통합적으로 사

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패션 전시는 디자이너와 전시 기획자가 발

신자로서 메시지와 오브제, 공간을 통합적으로 구성하

여 스토리를 구성하고 수신자인 전시 관객들에게 전달

하여 소통을 시도한다. <Fig. 1>은 패션 전시에 의한 패

션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2. 디자이너 노라 노의 작품 세계

1) 디자이너 노라 노

노라 노는 1928년 서울에서 출생하여, 해방 직후인

1947년 미국 유학을 통해 패션 디자인을 접하여 최초

의 한국 디자이너가 된 인물이다. 1949년 외국 대사관

과 미8군 장교 부인들을 상대로 첫 의상실을 개업하고

한국전 이후 미8군 클럽의 쇼 의상, 영화 의상 등을 담

당하다가 프랑스 연수를 다녀와 1956년 반도 호텔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패션쇼를 개최하였다. 이후 최지희, 엄

앵란 등의 영화배우 영화 의상과 미스코리아 의상 등

을 디자인하고 1959년 캘리포니아 롱비치에서 열린 미

스 유니버스 대회 의상으로 의상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1960년대에는 명동 의상실에서 맞춤복 디자인 외에도

기성복에 진출, 1963년 미우만 백화점에 최초로 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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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코너를 설치했고, 당대 패션 리더인 윤복희의 미니

스커트, 1967년 펄시스터즈의 판탈롱 디자인으로 선풍

적인 인기를 끌었다. 1969년 목화아가씨 쇼를 진행하

면서 최초로 직업 패션 모델을 선발하였고 1970년에는

TV 드라마 의상 협찬을 시도하였다. 1973년 파리 프레

타포르테 쇼에 대한민국 최초로 참가하였고 1974년 뉴

욕 플라자 호텔 바이어 쇼를 개최하고 1979년 7번가에

쇼룸을 개설하였으며 1980년에는 미국 메이시스 백화

점 쇼윈도 전체를 노라 노 디자인으로 채우고 1983년

이후 삭스 피프스 애비뉴, 노드스트롬 백화점에 노라 노

코너를 설치하고 미국 보그 지에도 실리는 등 현지의 인

정을 받았으며, 1989년 로마, 1990년대 일본 진출을 시

도하고 중국에도 공장을 설립한 바 있다(Noh, 2007).

그녀는 한국 패션에 있어서 선구적인 역할을 한 인

물이다. Lee(as cited in Noh, 2007)는 “아마도 노라 노

가 없었다면 미니스커트도 판탈롱도 없었을 것”이라

언급하였으며, 2012 <라 비 엥 로즈> 회고전은 대한민

국 1호 패션 디자이너로서의 노라 노의 인생과 대한민

국 패션사를 되짚어 보는 무게감 있는 전시로 평가되

었다(Kim, 2012).

Noh(2007)에 따르면, 그녀는 디자이너로서 선구적이

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으나 시대적으로는 제2차 세계

대전과 한국전의 격동기를 겪으면서 역경을 이겨온 여

성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방송국 국장과 아나운서를 부

모로 유복하게 자라 당시로서는 고등교육을 받았으나,

일본군 위안부로 징집되지 않기 위해 고교 졸업 직후 당

시 일본군 장교와 결혼을 했다가 일주일 만에 남편이

전장에서 실종되는 불행을 겪었으며, 우여곡절 끝에 남

편은 살아 돌아왔으나 19세의 나이로 이혼하게 된다. 이

혼 후 미군정 하에서 은행장 비서로 일하면서 회사 파

티에 참석할 때 직접 디자인한 옷을 입은 모습을 본 주

변인물들의 추천을 받아 미국 유학을 떠났으며, 귀국하

여 한국전의 전란 속에 미군 클럽의 무대의상을 디자

인하다가 점차 사업을 확장하고 한국 최초의 패션쇼와

기성복을 시도하게 된다. 이후로도 개인적 불행 속에서

도 여배우와 셀러브리티들을 비롯한 여러 고객들의 스

타일과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한국의 패션으로 서구에

진출하는 등 현재 여든넷의 나이에도 여성으로서 도전

하며 꿈을 이어가고 있다.

2) 디자이너 노라 노의 작품 세계와 패션 스타일

디자이너 노라 노의 대표 작품으로는 1950년대 엄앵

란의 헵번 스타일, 아리랑 드레스, 1960년대 윤복희의 미

니, 펄시스터즈의 판탈롱, 1970년대 수출용 실크 드레스

와 1980년대 프린트 드레스를 들 수 있다. <Fig. 2>는 디

자이너 스스로 뽑은 연대별 스타일로서(Kang, 2012), 전

체적으로 조형적 특성을 정리하자면 라인 상으로는 장

식이 많지 않고 심플하며, 몸을 조이거나 과장하지 않은

실루엣을 특징으로 한다. 색채 상으로 블랙, 아이보리,

그레이 등의 색을 선호하며, 소재는 한복감으로부터 국

내산 모직, 면직, 견직을 망라하며, 1970년대 이후로는

프린트를 다양하게 사용하였다(Hahn, 2012).

노라 노 패션의 스타일은 미국의 실용적인 기성복 스

타일에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미해 편안하면서도 우아

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Noh, 2007). ‘한국의 코코 샤넬’

이라는 그의 별명은 블랙과 심플함을 선호하는 스타일

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개인적인 삶의 굴곡 속에

서도 현대적인 당당한 여성으로서 오랜 동안 패션을 사

랑하며 현역으로 지내온 그녀의 삶 또한 샤넬의 인생과

유사점을 보인다.

동시대의 디자이너로서 우리나라 남성 디자이너 1호

였던 앙드레 김(Andre Kim: 1935~2010)이 스스로의 패

Fig. 1. Fashion communication by fashion exhibition.

Drafted by the author based on Jang and Yang.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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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을 예술 작품으로 보고 트렌드를 초월한 연극적이고

과장된 실루엣과 소재, 색채를 선호했던 반면, 노라 노

는 패션이 여성의 몸을 돋보이게 하는 수단이라고 믿

는다. 자신의 고객들은 새로운 시도를 이해하고 앞서

가는 여성들이라고 정의하면서(Kang, 2012), 도시적이

고 절제된 엘레강스, 적절성과 경제성을 추구하였다.

III. 2012 노라 노 회고전

<라 비 엥 로즈> 전시 분석

2012년 5월 23일부터 6월 2일까지 서울 호림 GNB 갤

러리에서 열린 노라 노의 <라 비 엥 로즈> 전<Fig. 3>

은 지난 60년간 노라 노가 디자인한 패션을 소장하고

있던 고객들에게서 기증받은 400여 점 중 선정한 80점

의 의상들과 관련 자료들, 동영상 및 이에 대한 현대

디자이너들의 오마주와 다큐멘터리 필름을 모아 스타

일리스트 서은영이 기획한 전시이다. 큐레이션은 “전시

뿐 아니라 서적, 출판물의 편집, 패션과 커뮤니케이션

이벤트의 조직을 포함하는 것”(Frisa, 2008)이라고 볼

때, 본 전시는 전시 기간 동안의 전시물뿐 아니라 패션

스타일리스트, 사진작가, 셀러브리티, 모델들의 사전 콜

래보레이션 작업과 포스터 촬영, 잡지 및 뉴스 기사들,

오프닝 당일 셀러브리티들의 참여와 이벤트, 전시 기간

중 다큐멘터리 촬영, 디자이너와의 대화 등 관련 행사

모두를 포함한다.

1. 2012 노라 노 회고전 <라 비 엥 로즈> 전시의

메시지

패션 전시의 메시지의 경우 디자이너 본인의 패션 철

학과 브랜드 이미지, 패션 큐레이터의 기획의도가 담겨

지게 된다. 디자이너 노라 노의 패션 철학은 1950년대

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인 역동기를 거치

며 현대화된 선구적인 여성을 위한 절제된 엘레강스로

표현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된 노라 노 회고전의 경우 60년 동

안의 고객들이 소장해온 옷들을 기증받아 선정하여 기

획된 것이며, 디자이너인 노라 노 본인이 제목조차 처

음에는 거부감이 들 정도로 “모두 젊은 친구들이 알아

서 준비”하였다고 언급할 정도로 기획자의 주도 하에

진행되었다(Kim, 2012). 디자이너의 개인적 메시지나

상업적 의도보다는 지난 60년간 우리나라 패션사의 발

Fig. 2. Nora Noh style.

From Kang. (2012). p. S11.

Fig. 3. Exhibition poster for La Vie en Rose.

From La Vie en Ros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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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를 응시하고 특히 이를 만들고 입고 살아온 여성

들의 이미지를 전시를 통해 커뮤니케이션했다고 본다.

Seo(as cited in “Korean fashion history enclosed”, 2012)

는 본 전시의 의도를 밝히면서 노라 노가 대한민국 최초

의 디자이너일 뿐만 아니라 꿈꾸는 여자의 영원함, 도전

하는 삶의 위대함을 느끼게 하는 점에 착안하여 전시를

준비하였다고 밝혔다. 노라 노는 “격동기의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스타일을 창조하였고, 엄청난 시련 속에서

도 아름다움을 잃지 않았다. 그녀의 의상은 떠들썩하게

화려하거나 요란하지 않으나 멋스럽고 세련되었다.”고

평가하면서 그 옷에서 풍겨나는 장미처럼 고요한 아름

다움과 그녀의 삶을 라 비 엥 로즈(la vie en rose)라는 이

름으로 전시회에 담고 싶었다고 밝힌 바 있다.

<라 비 엥 로즈>는 프랑스 가수 에디트 피아프(Edith

Piaf)에 의해 1945년 작사된 1946년 히트곡이며 그녀의

생애를 그린 동명의 2007년 작 영화 제목이다. 그 가사

와 영화 내용은 운명의 장난과 같은 역경 속에서도 사랑

과 아름다움을 찾는 여성, 열정을 가지고 불같이 살아간

여인의 삶을 표현한다. 흔히 장밋빛 인생, 장밋빛 창을

통해 바라보는 인생을 뜻하며 사전적으로는 핑크색 인

생을 의미한다. 이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아름다움과

패션을 추구해온 디자이너 본인의 삶과 철학, 패션 스타

일 및 브랜드 이미지의 메시지이며, 또한 전시 관련 기

획, 구성, 운영을 주도한 서은영과 참여자들 및 오마주

를 제시한 현 디자이너들의 삶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2. <라 비 엥 로즈> 전시의 오브제

1) Nora Noh the chronology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노라 노의 작품들을 연

대기적으로 배열한 섹션<Fig. 4>이다. 초창기 양장점

의 커스텀 메이드 쿠튀르는 디오르 풍의 아우어글래스

실루엣으로 제시되었으며, 한복용 양단 소재를 사용한

경우도 있다. 아이보리와 핑크 드레스는 고객이 약혼,

결혼 등 특별한 순간에 착용하고 오래 소장한 물건을

기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1960년대 이후의 기성복과

미니스커트, 1970년대 미디스커트는 기하학적인 문양

을 사용하였으며, 이후 수출된 실크 드레스는 단색의

레드, 퍼플 계열이고, 1980년대 수출된 프린트 드레스

는 스트라이프와 플라워 패턴의 실크로 제작되었다. 의

상 작품들은 노라 노 본인의 약력과 관련 사진과 함께

연도 순서에 따라 배열되었다. ㄷ자로 배열된 연대기적

전개 외에도, 1959년 미스유니버스 당시 미스코리아였

던 오현주가 입어 당시 의상상을 수상했던 흰 이브닝

드레스와 띠, 액세서리로 사용된 족두리와 트로피 등

도 제시되었으며, 1970년대에 부착되던 태극 모티프의

노라 노 라벨이 전시되었다. 1950년대로부터 1980년대

까지 노라 노 패션을 통해 이를 입어온 여성들의 몸과

생활 상의 이미지들을 떠올리게 한다.

2) Movie and stage costumes

엔터테인먼트와의 연계를 바탕으로 영화 및 무대의

상을 제시한 공간이다(Fig. 5). 반원형 무대 뒤편으로

영화와 연극, TV의 장면들을 슬라이드로 보여준다. 노

라 노는 한국 영화의 번성기에 당대 최고 유명 여배우

들과 작업하였는데, 한국의 헵번 스타일로 유명했던 엄

앵란의 경우 계약서에 반드시 의상은 노라 노만 입겠다

는 조항을 넣었다고 한다(Kang, 2012). 윤복희의 히트

곡 <웃는 얼굴 다정해도> 당시의 미니 블랙 셔츠 드레

스와 필리핀 대사 부인의 금사 드레스, 펄시스터즈의

Fig. 4. Nora Noh the chronology.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12, May 30).

Fig. 5. Movie & stage costumes.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12, May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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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바텀 판탈롱 블랙 팬츠와 화이트 블라우스, 골드 하

이웨이스트 드레스와, 니렝스 드레스와 이브닝 코트

앙상블, 미스유니버스 개회식 의상, 한복지를 사용한 이

브닝 드레스와 랩 앙상블이 전시되었다. 이는 화려한 무

대와 은막의 스크린에서 빛나는 모습을 보여 온 여배

우들과 셀러브리티들의 의상들이며, 이에 영화 속의 글

래머러스한 몸과 이미지를 투영한다.

3) Designer's workshop

디자이너의 작업실은 관객들을 사로잡고 우리가 경

험적으로 알고 있는 의복에 대한 지식을 일깨우며 드

레스메이킹의 작업에 다가서도록 유도하는 공간으로

서, 바디, 봉제 및 재단용 도구들, 유명인들의 사이즈를

바탕으로 한 원형과 일러스트, 자료 등을 전시하였다

(Fig. 6). 관객들은 디자이너의 손때 묻은 도구들과 작

업과정을 바라보면서 일하는 여성으로서의 디자이너의

이미지를 투영할 수 있고, 고객을 위한 디자이닝, 재단

과 가봉, 피팅, 봉제 등 패션이 구체화되는 일련의 과

정을 바라보면서 한 벌 한 벌의 옷을 입을 고객의 꿈과

이미지를 엿볼 수 있다.

4) Homage to Nora Noh

이 섹션은 노라 노에 대한 오마주로 후배 디자이너

들이 헌정한 작품들을 전시한 공간이다(Fig. 7). 기아

자동차의 디자이너 20명은 노라 노의 흑백의 스트라이

프, 도트, 장미 문양 프린트를 조합하여 제시하였고, 코

오롱 스포츠웨어의 재작업은 천장에 매달아 동적인 구

조로 활동감을 살렸다. 벽면에는 디자이너 강희숙이

그린 노라 노의 초상화와, 정구호의 블랙 드레스, 김선

영의 액세서리, 이보현의 구두 등으로 우리나라 패션

을 개척하고 이끌어온 디자이너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

였다. 대한민국 제1호 디자이너였던 노라 노에게 경의

를 표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현

재의 디자이너들의 모습을 약동적으로 재현하려 시도

한 것이다.

5) M floor의 1950년대 컬렉션과 포토 슬라이드

M층에는 예전 노라노 하우스 전경의 일러스트와 파

리의 모습을 배경으로 해서 1950~60년대 드레스들을 전

시하였다. 이는 고객들이 보관하던 의상 중에서 특히 노

라 노 패션의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 선정된 것으로, 열

정적인 여성의 삶으로서의 장밋빛 인생이라는 전시의

테마를 투사한 것이다. 주로 아이보리나 화이트, 블랙

의 드레스, 그레이 슈트, 앙상블로서 인체를 과장하지

않으면서 우아함을 살린 여성적인 스타일의 아이템들

이다(Fig. 8).

전시장 안쪽의 벽면에는 노라 노 관련 자료들, 즉

1950년대 패션쇼 초대장이라든가 스냅 사진, 관련 보

도기사, 1970~80년대 수출 당시 미국 백화점 디스플레

이, 쇼룸 내부 사진, 광고 등의 작은 패널들이 부착되었

으며, 장방형의 긴 벽면에는 오프닝 당일 3세트의 빔 프

로젝터가 설치되어(이후에는 1세트의 프로젝터만 사용

되었다.) 노라 노의 개인적, 공적 삶에서의 장면들을

담은 슬라이드, 이번 전시를 위해 현 세대 모델과 포토

그래퍼, 스타일리스트의 콜래보레이션 작업과정, 패션

스프레드 등이 영상으로 제공되었다(Fig. 9).

6) 전시 오프닝 및 관련 행사

전시 오프닝은 2차에 걸쳐 진행되어, 1차에는 노라 노

Fig. 6. Designer's workshop.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12, May 30).

Fig. 7. Homage to Nora Noh.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12, May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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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상 기증자 및 기존 고객들 위주로 전개되었다. 60여

년의 디자이너 활동 기간에 2~3대에 걸쳐 노라 노 브랜

드의 옷을 입어온 고객들에게는 추억과 경험을 공유하

며 그녀의 패션에 투영된 자신들과 동시대 여성들의

삶을 엿보는 계기가 되었다.

2차 오프닝 행사로는 콜래보레이션 관련 이벤트로서

기아자동차 디자이너들이 차용한 노라 노의 텍스타일

프린트의 소울 아트카 10대에 셀러브리티들이 타고 전

시장에 도착하였는데, 현 세대 여배우들과 모델들, 그리

고 노라 노의 뮤즈가 되어온 60~70대 여배우들과 가수

등이 참여하였다. 가수 알리는 노래 <라 비 엥 로즈>를

불렀으며 패션 에디터, 스타일리스트, 전 세대의 디자

이너들이 참여하여 우리나라 패션과 스타일을 이끌어

온 시발점이 되는 디자이너의 회고전을 축하하였다. 이

외에도 본 전시와 노라 노의 삶에 관한 다큐멘터리 촬

영 작업(가제 <노라 노>, 김성희, 김일란 감독, 부산영

화제 아시아영화펀드 2011 다큐멘터리 제작지원)이 병

행되었다. 일련의 이러한 행사들은 살아있는 역사와 패

션으로 구세대의 디자이너, 셀러브리티, 고객들과 현 세

대의 디자이너, 셀러브리티, 관객들이 만나는 장으로서,

노라 노 패션 전시를 매개로 하여 우리의 삶을 생생하

게 보여주었다.

3. <라 비 엥 로즈> 전시의 공간

2012 노라 노 <라 비 엥 로즈> 전시는 2층으로 구성

되었다. 메인 공간에 해당하는 B1에는 안내데스크와

소개 글이 제시되었고, 입구에 들어서면 노라 노 작품

을 연대기적으로 전개한 섹션에 이어, 영화, 무대 의상

들을 당시 사진 슬라이드와 함께 구성한 섹션, 후대의

디자이너들의 오마주 작품 섹션, 디자이너의 작업실 섹

션으로 구성되어 있다(Fig. 10). M층에는 리셉션과 작

은 무대, 슬라이드 쇼를 위한 공간, 그리고 특징적인 몇

몇 의상 작품들과 관련 신문기사, 팸플릿, 잡지 사진 등

의 자료들이 진열된 공간이 마련되었다. 슬라이드 쇼

는 디자이너의 오마주 작업을 함께 행한 패션 포토그래

퍼, 스타일리스트, 모델들의 작업 과정과 사진 작품들

을 담은 사진들을 담은 것이었다.

노라 노 전시에서는 관객의 인식을 상승시키기 위해

복식 및 액세서리, 오마주의 자동차, 작업과정의 도구,

이전 신문기사와 사진 자료, 포토 슬라이드 등의 여러

매체를 통해 스타일의 혼합을 시도하였다. 테마에 따라

노래 <라 비 엥 로즈>를 연속적으로 틀어놓아 패션 전

시의 특성에 어울리도록 했고, 오프닝 행사 당일 콜래

Fig. 8. 1950s collection.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12, May 30).

Fig. 9. Photo slides.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12, May 23).

Fig. 10. Exhibition layout for B1 floor.

Drafted by the author (2012, May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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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레이션에 참여한 셀러브리티들이 살아있는 마네킨

으로서 노라 노의 패션을 착용하여 각종 인터넷 포토에

등장하였다. 오프닝 이후 디자이너 노라 노는 전시 기

간 대부분을 갤러리에 상주하며 관람객들과의 소통을

시도하였다. 고객의 기증 및 디자이너 본인의 설명, 오

프닝 이벤트 등의 관객 관련성, 우리나라 패션 60년을

회고한다는 의의, 그리고 전시 테마 <라 비 엥 로즈>를

통한 여성의 삶과 몸, 사랑, 열정이라는 해석방법에 대

한 인식이 이루어졌다고 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라 비 엥 로즈> 전시에서

는 패션 커뮤니케이션의 발신자인 큐레이터와 디자이

너의 메시지와 오브제, 공간 디자인이 통합적으로 이루

어져 수신자인 관객과 현 세대 디자이너, 셀러브리티들

에게 전해지고 그 피드백이 소통되었다. <Table 1>은 본

전시의 사례에서 일어난 패션 커뮤니케이션을 정리하

여 나타낸 것이다.

IV. 노라 노 회고전 <라 비 엥 로즈>에

나타난 패션 커뮤니케이션 방식

2012 노라 노 회고전 <라 비 엥 로즈>에 나타난 메

시지와 오브제, 공간은 디자이너 개인의 과거 패션에

서 현 세대의 디자이너로 커뮤니케이션되고, 디자이너

로부터 이를 착용한 셀러브리티의 패션으로 이어지면

서 이들의 몸과 삶으로 투영되며, 또한 라 비 엥 로즈

라는 테마로 콜래보레이션에 참여한 현 세대 디자이너

와 패션 피플들, 셀러브리티, 관객의 삶으로 이어지며

커뮤니케이션되고 있다. 이에 <라 비 엥 로즈> 전시에

의한 패션 커뮤니케이션을, 전시기획에 밝힌 디자이너

본인과 큐레이터의 의도를 바탕으로(“Korean fashion

history enclosed”, 2012) 과거로부터 현재로, 디자이너

로부터 셀러브리티로, 디자이너로부터 셀러브리티, 그

리고 관객으로의 세 방식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1. 과거로부터 현재로

본 전시는 대한민국 최초의 패션 디자이너 노라 노를

위해 패션계가 하나로 모인 자리로서, 한국 현대 패션

사의 발자취를 그린 것이라 할 수 있다. 노라 노는 대한

민국 1세대 디자이너로서 50여 년 전 전쟁 후 폐허의

상황에서도 스타일과 아름다움을 찾아 오늘날 한국 패

션을 이루어온 초기의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다른 디자

이너에 비해 그 역사적 업적이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왔다. 전시물 중 Nora Noh the chronology 섹션과 M

floor 1950년대 컬렉션의 한복지를 사용한 맞춤복 드레

스와 아리랑 드레스, 태극 모티프의 라벨, 신사임당에

서 모티프를 따온 실크 프린트 등은 패션에 있어서 한

국적 정체성을 반영하는 초기의 시도로 여겨진다.

현세대 패션 디자이너와 사진작가, 스타일리스트, 모

델, 헤어 메이크업 아티스트, 패션 에디터 등 다양한 사

람들이 모여 노라 노를 향한 오마주를 선보였다. Ho-

mage to Nora Noh 섹션과 M floor photo slide, 오프닝

이벤트와 관련 행사는 그 예가 된다. Vreeland(as cited

in Steele, 2008)는 패션 전시에 있어서 “모든 것이 지금

의 것(Everything must look ‘Now’)”으로 스펙터클하게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과거의 역사를 현재

로 이어 과거의 디자이너와 현재의 디자이너의 삶과

패션 철학, 스타일을 투영하여 소통하는 장이라 할 수

있다.

<Fig. 11>은 과거로부터 현재로의 커뮤니케이션 매

체로서의 패션 전시의 일부로 후배 디자이너들이 노라

노를 위해 제작한 오마주 작품들이다. 오른쪽의 블랙

드레스는 제일모직의 패션 디자이너이자 구호의 크리

에이티브 디렉터인 정구호가 노라 노를 생각하며 디자

인한 것으로서, 우아하면서도 당당한 현대적인 여성 디

자이너로서의 노라 노를 표현하고 있다. 왼쪽의 드라마

틱한 목걸이는 마네티니 주얼리 디자이너 김선영의 오

Table 1. Fashion communication at the La Vie en Rose exhibition

Things communicated Meanings In the case of La vie en rose

Messages

Designer's fashion philosophy,

Brand images,

Curator's intentions

Nora Noh's fashion philosophy and fashion styles,

Brand images of the House of Nora Noh,

Curator's intentions and interpretations of the style

Objects

Fashion body,

Objects,

Mannequins,

Models

Fashioned body of the designer,

Objects and exhibits of the exhibitions,

Mannequins of the exhibition,

Models' body of the related events

Space
Displays,

Exhibition design

Video clips, slides, and the way of presentation

Layout of the ex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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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 작품으로서, 노라 노 본인의 드라마틱한 인생을 반

영하며, 가운데의 스틸레토 힐은 슈콤마보니 디자이너

이보현의 디자인으로서 골드의 묵직한 굽에서 느껴지

는 당당함과 앞부분의 장식의 여성스러움, 전체적인 유

선형의 우아한 라인으로 노라 노의 패션 세계를 표현

한다.

그 외에 디자이너 강희숙은 노라 노의 초상화 4점을

그리면서 본인이 노라 노를 닮았음을 스스로 밝혔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 기업인 기아자동차의 여성 디

자이너들은 노라 노가 즐겨 사용하는 소재를 응용하여

자동차를 제작하였다. 코오롱 스포츠는 최초로 나일론

이라는 소재를 개발하며 오랜 세월 스포츠 브랜드 타이

틀을 지켜온 브랜드로서, 실크 소재를 개발하여 새로운

패션을 주도한 노라 노와의 콜래보레이션 작업을 계획

하였다. <Fig. 7>의 벽면 그림은 강희숙의 작품이며 천

장에 매달린 마네킨은 코오롱 스포츠의 콜래보레이션

작업, 자동차는 기아자동차의 오마주 작품이다.

이외에도 김현성 외 5인의 사진작가, 박형준 외 3인

의 스타일리스트, 우현중 외 2인의 메이크업 아티스트,

차홍 외 4인의 헤어 아티스트, 송경아 외 9인의 패션

모델 등 패션 피플들이 재능기부를 통한 콜래보레이션

작업에 참여하였다. <Fig. 9>는 이를 슬라이드로 전시

한 동영상의 한 장면으로서, 노라 노의 패션이 과거 유

행의 유물로서가 아니라 현재진행의 패셔너블함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함과 동시에, 콜래보레

이션과 오마주 작업에 동참한 패션 피플들이 우리나라

패션을 이어가고 있음을 알려준다. 노라 노의 1950년

대~1980년대 옷을 입은 패션 모델들의 몸은 사진작가

와 스타일리스트, 메이크업 및 헤어 아티스트들에 의해

재현되어 현재의 패션으로 커뮤니케이션된다.

2. 디자이너에서 셀러브리티로

노라 노는 1950년대의 연극 및 미군 클럽 무대 배우

와 가수, 미인대회 수상자로부터 1960년대 1970년대 영

화와 TV 배우들의 무대 의상, 영화 의상을 담당하였으

며, 윤복희의 미니스커트와 펄시스터즈의 판탈롱 스타

일, 엄앵란의 헵번 스타일과 같은 주요 트렌드의 도입

과 대중화에 기여하였다. 195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영화 의상 및 연극, 무용 등의 무대 의상 제작, TV

드라마 의상 협찬의 마케팅 기법으로 노라 노 패션 하

우스의 브랜드 이미지를 전달해왔으며, 디자이너의 스

타일과 패션 철학은 이들 셀러브리티들의 몸에 투사되

고 당시 최신의 트렌디 패션과 아름다움을 표출하였다.

셀러브리티와 엔터테인먼트와의 연관성은 이와 같은

디자이너로부터 셀러브리티로의 패션 전시를 통한 패

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게 된다. 예술을 엔터테인먼

트의 관점에서 고려하며 디스플레이에 있어서도 공감

각적이고 3차원적이며 상징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더욱 효과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교육적 목적

보다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새로운 뮤지엄의 경향과 일

맥상동한다(Newhouse, 1998).

본 전시에서는 Movie & stage costumes 섹션의 1960년

대, 70년대 의상과 M floor photo slide의 현세대 여배

우, 모델, 디자이너 본인 촬영 작업에서 셀러브리티의

특정 순간들의 패션을 실물과 영상 사진으로 비추었다.

최지희, 문희, 엄앵란과 같은 왕년의 셀러브리티들이

예전의 추억을 살리는 한편, 김고은, 변정수, 공효진과

같은 현 세대 셀러브리티들이 30~40년 전 노라 노의 패

션을 재해석하여 착용하고 패션 스프레드 작업 및 오프

닝 이벤트에 참여하였다. <Fig. 12>는 오프닝 이벤트에

서 노라 노의 패션을 착용하고 노래 <라 비 엥 로즈>를

부르는 가수 알리의 모습으로, 블랙 바탕에 노라 노 특

유의 장미 문양을 수놓은 스트레이트 실루엣의 드레스

에 핑크색 새시 장식을 하고 있다. 디자이너 본인과 최

대 60여 년의 나이 차가 나는 셀러브리티들의 참여는,

디자이너로부터 셀러브리티로의 패션 커뮤니케이션이

과거 한 때의 사건이 아닌 오늘날로 이어지는 의사소통

임을 알려준다.

Fig. 11. From past to present.

From Korean fashion history enclosed-designer Nora Noh,

La vie en rose exhibitio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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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자이너로부터 셀러브리티, 그리고 전시 관객

에게로

2012 노라 노 회고전 <라 비 엥 로즈>의 재현은, 1950년

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기간에 있어 디자이너 개인으

로부터 셀러브리티, 고객으로 연관되었다. 우선 디자이

너 개인의 삶과 몸이 격동기를 지나며 열정적인 삶을

살아온 여인의 삶과 패션으로 커뮤니케이션된다. Noh

(2007)의 자서전에서 나타나듯이, 그녀는 비범한 성장

배경과 인생단계의 스토리를 지니고 도전정신과 열정

으로 시대를 뛰어넘는 성공을 이루어낸 여성으로서 현

재도 여든넷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는 카리스마와 철

학을 지닌 인물이다. 스스로 “일만 하고 살았지만 눈물

로 시작해 웃음으로 끝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점에서

라 비 엥 로즈라 할 수 있다”(Kim, 2012)는 그녀의 삶

과 퍼스널리티는 신문연재와 자서전, 언론 및 홍보를

통해 널리 알려져 왔으며 한국의 비극적인 역사 속을

흐르는 그녀의 인생사와 이를 극복하고 한국인 최초로

자체 브랜드 네임으로 미국에 진출한 사실 등은 한국

현대 패션사 및 여성사 속의 스토리로서 대중에게 전달

되었다.

디자이너 개인의 스토리는 당대의 고객층과 셀러브

리티만이 아니라 현 세대의 디자이너, 패션 피플, 셀러

브리티, 관객에까지 전달된다. 1980년대 패션 전시의 선

구적인 큐레이터로 활동한 Vreeland 역시 퍼스널리티

와의 연관을 통해 의복을 생기 있게 함으로써 대중을

과거와 연결시켰다고 평가된다(Steele, 2008). 특히 최

근의 패션 전시는 복식의 기능이나 장식, 또는 도상을

연관시킴으로써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를 시도하는 경

향이 있다(McNeil, 2008).

또한 뮤지엄에서의 패션 전시를 접하면서, 관객들은

전시물을 쉽게 개인화하고 내면화하는 경향이 있다(Mc-

Neil, 2008). 노라 노 전시는 고객들의 소장품을 기증받

아 기획한 전시로서, 디자이너 본인뿐 아니라 고객들

의 삶의 중요한 순간들을 기념하며 추억하는 의미가

있다. M floor의 1950년대 컬렉션 중 공안과 따님들이

약혼, 결혼, 세례식, 전시회 등에 입었다는 맞춤복들이

나 Nora Noh the chronology 섹션의 미니드레스, 엄앵

란과 오현주가 소장해온 드레스, 배우 율 브린너가 사

갔다는 실크 앙상블 등은 그 예로서, 동시대의 삶과 공

통된 추억으로 관객의 참여를 유도한다. 관객들은 전

시된 작품의 연대, 또는 인용된 여배우, 가수들의 이름

과 관련지어 자신의 몸, 패션 경험과 삶을 투영한다.

Noh(as cited in “Korean fashion history enclosed”,

2012)는 스스로 옷을 통해 여성의 몸의 움직임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자존심을 갖게끔 노력했다고 천명하였

다(Fig. 13). 특정한 복장, 그 문양만으로도 하나의 스토

리, 아이디어를 이끌어갈 수 있으며 하나의 복장, 패션

사진, 잡지의 한 부분이 즉각적으로 인간의식, 꿈, 욕망,

그 외 모든 문화와 사회의 암시의 주요 테마로 관련지을

수 있는데(Frisa, 2008), 예를 들어 노라 노의 1960년대

혁신적인 미니는 당대 여성들의 서구화를 위한 여성의

의식과 몸을 전환시킨 것으로 투영되며, 1970년대 수출

품의 태극 문양 라벨은 메이드 인 코리아의 것으로 세

계로 나아가려는 디자이너의 꿈으로 관객에게 어필한

다. 또한 전시물 중 designer's workshop은 디자이너로

서의 일상적 작업과 의상제작과정을 재현함으로써 관

객들이 그의 일상을 투사하도록 이끈다. 손때 묻은 바

Fig. 12. From the designer to the celebrity.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12, May 23).

Fig. 13. From the designer, to the celebrity,

the customers, and the viewers of the exhibition.

From Korean history enclosed-designer Nora Noh,

La vie en rose exhibitio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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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와 빛바랜 패턴들, 재봉도구들은 60여 년의 한국 패

션사를 지켜온 디자이너의 삶이며 이를 이어가는 현 세

대 디자이너들, 패션계의 리더들, 나아가 소비자와 관

객에까지 연결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2012 노라 노 회고전 <라

비 엥 로즈>는 과거로부터 현재로, 디자이너로부터 셀

러브리티로, 그리고 디자이너로부터 셀러브리티, 고객

그리고 전시 관객에게로 커뮤니케이션되는 패션 커뮤

니케이션 매체로서 디자이너와 큐레이터의 메시지와

오브제, 공간에 통합적으로 투사되어 소통되고 있다.

<Table 2>는 본 전시에서의 패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V. 결 론

본 논문은 패션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의 패션 전시

와 전시 디자인을 2012 노라 노 <라 비 엥 로즈> 전시

를 통해 알아보고, 특히 패션 전시를 통한 메시지와 오

브제, 공간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분석한 것이다. 이

를 위해 이론적 연구와 패션 전시 사례의 실증적 검증

을 병행하였다. 연구의 대상이 된 2012 노라 노 <라 비

엥 로즈> 전시는 우리나라 1호 디자이너인 노라 노의

60년 패션 회고전(2012년 5월 23일~6월 2일, 호림 GNB

갤러리)이었다.

패션 전시는 패션을 표현하고 홍보하는 방법 중 하

나이며, 최근 뮤지엄은 패션 미디어의 역할을 하면서

현대 패션 시스템의 정보 유통에 관련되고 공헌한다.

패션 전시라는 매체를 통해서 발신자인 패션 큐레이터

와 패션 디자이너가 전시에 의도된 메시지와 오브제,

공간을 구성하여 관객들에게 제시하고 피드백을 받는

패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게 된다.

디자이너 노라 노는 60여 년의 우리나라 패션사의

증인이며 선구자로서, 그의 패션을 통해 현대 한국 여

성의 패션과 삶을 살펴보고자 우리나라 최초의 본격적

인 디자이너 패션 전시가 기획되었다. 2012 노라 노 회

고전은 장밋빛 인생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디자이너의

패션 철학과 브랜드 이미지, 열정을 가지고 아름다움

을 추구하며 살아온 여성의 삶을 그린다는 큐레이터의

기획의도를 메시지로 담았다. 오브제로는 1950년대부

터 1980년대까지 고객들이 소장해온 패션으로 디자이

너 본인의 패션과 스타일, 이를 입은 마네킨과 모델들

의 몸을 담았다. 또한 공간 구성과 디스플레이, 전시

디자인에 있어서 전체 레이아웃, 비디오클립, 사진 슬

라이드 등의 통합적인 형태를 시도하였다.

그 전시의 메시지와 오브제, 공간 디자인을 살펴본

바, 패션 전시의 커뮤니케이션은 디자이너 개인의 패

션을 통한 메시지와 오브제, 공간 디자인이 현 세대 디

자이너로 이어지고, 패션을 착용한 셀러브리티로 투영

되며, 라 비 엥 로즈라는 테마로 참여한 현 세대 디자

이너와 패션 피플, 셀러브리티, 관객의 몸과 삶으로 이

어지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패션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의 패션 전시는 첫째, 과거의 것

이 지금의 것으로 투영되면서 과거와 현재가 소통하며,

둘째, 디자이너로부터 셀러브리티로 엔터테인먼트와 연

관되면서 투영되고, 셋째, 디자이너 개인의 스토리가 셀

러브리티와 관객에게 내면화되는 커뮤니케이션으로 이

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패션 전시를 대상으로 삼아 그

패션 커뮤니케이션을 분석한 것으로, 미래의 국내외 패

션 전시와 관련 디자인 교육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본 전시

와 비교할 만한 국내 패션 전시의 사례가 없어 비교나

참고의 자료를 삼기 어려웠다는 점이 있다. 패션 전시는

관객의 의식수준을 높이고 패션과 여성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를 유도하는 기능을 하므로, 앞으로 국내에서도

새로운 기획과 시도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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