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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epaysement techniques in a new perspective, 
which are applicable to fashion window display. It was investigated by studying the case of 
Depaysement expressed in contemporary fashion window display. The analysis object of this study 
was limited to window displays shown at the world’s most famous department stores in the last 
five years. The data was collected through related specialty publications and each department 
store’s websites. The framework for analysis of this study is established by relevant precedent 
stud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drawn form comparative quantitative analysis from an ex-
pert group. Through the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Depaysement in the contemporary fashion 
window display were classified into ‘Change of forms and materials’, ‘Heterogeneous combination 
of objects’, ‘Location change of an object’, ‘Conversion of recognition on an object’ and ‘Change 
of spatial awareness’. The expression approaches were ‘Change of scale’, ‘Change of materials’, 
‘Combination of heterogeneous objects’, ‘Heterogeneous combination’, ‘Arrangement of object in a 
strange space’, ‘Change of display method’, ‘Overlapped object’, ‘Paradoxical image’, ‘Variable 
awareness of boundary’ and ‘Reorganization of interior space and change of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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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패션 상업공간의 윈도우(window)는 매장과 고객

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써 브랜드와

상품의 정보를 제공하며 상점의 신용을 심어 주고

고객에게 판매를 유도하고 있는 중요한 커뮤니케이

션의 장이다. 오늘날 패션 상업공간들은 경쟁 브랜드

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으로 브랜드와

상점의 얼굴인 윈도우 디스플레이를 통해 각자의 이

미지를 표현하고 있으며1), 이를 위해 매 시즌 독특

한 테마와 그에 따른 적절한 디자인 연출기법을 활

용하고 있다. 특히 전 세계 패션 상업공간을 대표하

는 각 국 백화점들은 소비자에게 신선한 시각적 자

극과 활력을 제공하여 구매욕을 일으키고 효율적인

판매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초현실주의 기법을 활용

한 윈도우 디스플레이를 자주 선보이고 있다. 이러한

초현실주의 기법 중 사람들에게 강한 놀람과 충격을

주는 데페이즈망 기법은 일상에서 접하기 어렵고 낯

선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시각화시킴으로써 고객들에

게 새로운 상상력을 제공함과 동시에 상품의 이미지

를 상징적이고 강렬하게 어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윈

도우 디스플레이 디자인 연출을 가능케 하고 있다.2)

시각 표현에서의 자유로운 사고를 기반으로 하는

초현실주의 데페이즈망에 대한 연구는 각 분야의 사

례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패션윈

도우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데페이즈망이 분석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패션윈도우

디스플레이에 나타난 데페이즈망의 실질적인 사례를

살펴보고 패션윈도우 디스플레이 디자인에 적용 가

능한 새로운 시각의 데페이즈망 표현기법을 규명하

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탈중심적인 사고를 반영

한 시즌별 VM(Visual Merchandising) 테마기획과

디자인 의도에 따른 효과적이고 차별화 된 패션윈도

우 디스플레이 디자인 및 연출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연구를 위한 방법으로 패션윈도우 디스플레이 구

성요소들과 상관성이 있는 분야의 데페이즈망 관련

선행연구 26편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선행

연구의 분석은 수지 개블릭(Suzi Gablik)을 비롯한

데페이즈망 전문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를 기술한 전

문서적과 데페이즈망 관련 미술공예, 건축, 광고, 패

션, 메이크업 분야 학위 논문 및 학술 논문을 통해

시행되었다.

연구의 실증적 자료는 매 시즌 극적인 연출을 통

해 글로벌 패션 소비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세계

적인 관광 명소로 불릴 만큼 인지도가 높은 백화점

들의 윈도우 디스플레이 사진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

는 백화점 홈페이지와 윈도우 디스플레이 전문서적

을 통해 실증적 자료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체계적으로 구축된 시즌별 윈도우 디스플레

이 사진 archive를 확보할 수 있었던 미국 버그도르

프 굿맨(Bergdorf Goodman: BG) 백화점, 프랑스 쁘

랭땅(Printemps: PR) 백화점, 일본 이세탄(Isetan:

IS) 백화점의 최근 5년(2008년-2012년)간 시행된 윈

도우 디스플레이 디자인들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백

화점 윈도우 디스플레이를 본 연구의 실증적 분석

자료로 선정한 이유는 백화점 윈도우 디스플레이가

시즌에 따라 특정 패션브랜드들의 매장 VP(Visual

Presentation) 연출을 그대로 차용하거나, 각 백화점

마다 독자적인 VM 기획을 통해 그 시대의 유행, 경

향, 관습, 미적인 감각을 종합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정보전달 매개체로서 현대 패션 윈도우 디스플레이

를 대표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위한 분석틀은 선행연구의 이론적 고찰

을 기준으로 정립하였으며, 2013년 1월 2일부터 한

달 동안 이론적인 개념과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한

실무경력 9∼16년차 이상의 비주얼 머천다이저와 패

션 디스플레이어, 산업 및 의상디자이너로 구성된 총

11명의 전문가 집단이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실증

적 연구 자료 1810점을 정량적 비교분석하여 도출시

킨 결과들을 도표화하였다.

Ⅱ. 이론적 고찰
1. 윈도우 디스플레이
패션 상업 공간의 VM은 VP, PP(Point of sales

Presentation), IP(Item Presentation)으로 구성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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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의 전략적인 MP(Merchandise Presentation)으

로 전개된다. 이 중 VP는 머천다이징 컨셉을 시각적

으로 표현하는 것으로써 개개의 상품이 아니라 진열

에 의한 상품의 토털 이미지와 타겟층의 라이프스타

일이 반영된 테마를 종합적인 표현을 통하여 매력적

이게 연출되어야 하고, 고객에게 흥미와 구매욕을 느

끼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VP는 일반적으로 고객

의 시선이 처음 닿는 매장의 윈도우 또는 점내 중요

지점에 설치 운영되며, 이러한 VP Zone들은 매장

전체의 통일감을 주는 연출을 통하여 브랜드와 매장

의 아이덴티티 확립에 기여해야 한다.3)

일반적으로 상업 공간의 윈도우에 행해지는 VP는

윈도우 디스플레이(Window Display)로 명명되고 있

다. 매장 외부와 연결되어 브랜드와 상품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VP 공간인 윈도우는 채광, 통풍, 조망이라

는 기능 외에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며 내부의 의

지나 주장을 표출하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의 장이

다. 또한 윈도우 디스플레이는 상품의 진열 테마와

특수성을 살려 매장의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표현하

는 것이며, 상품 판매의 전달자 역할을 한다.4)

2. 데페이즈망의 개념
데페이즈망(Dépaysement)은 ‘낯섦, 낯선 느낌, 낯

섦을 느끼게 하다, 환경의 변화, 고국으로부터의 추

방 등’과 같은 의미를 뜻한다. 초현실주의 운동에 참

가하지는 않았으나 초현실주의를 제창한 운동가들에

게 큰 영향을 주었던 프랑스 시인 삐에르 르베르디

(Pierre Reverdy, 1889-1960)는 서로 멀리 떨어진 두

개의 현실을 접근시킬 때, 상호 두 현실의 관계는 거

리가 멀고 관계가 적절한 것일수록 이미지는 강렬해

지고, 더 한층 감동적인 힘과 시적 현실성을 띠게 된

다고 데페이즈망의 원리를 주장하였다.5) 또한 1920

년경에 초현실주의자들에 의해 발견되어 초현실주의

와 다다이즘의 선구자로 신격화 된 19세기 프랑스 시

인 로트레아몽(본명: Isidore Lucien Ducasse, 1847-

1870)은 그의 1868년 산문시 말도로르의 노래(Le

chant de Maldoror)에서 ‘...재봉틀과 우산이 해부대

위에서 뜻하지 않게 만나듯이 아름다운...’이라는 시

구절을 통해 서로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대상

을 인위적으로 연결시킴으로서 부조리성을 효과적으

로 표현하였는데, 이러한 부조리성은 데페이즈망의

적절한 예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데페이즈망은 심리

적 충격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의 내면 깊이 잠재해

있는 무의식의 영역을 해방시키는 역할을 한다.6)

데페이즈망은 실존하고 있는 친숙한 일상적 현실

을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하나, 오히려 인간

의 상상적 정신세계를 현실보다도 정확하고 사실적

으로 표현한다. 초현실주의 세계가 현실보다 더욱 사

실적이면 사실적일수록 그 부조리성 때문에 더욱 충

격적이며, 낯설고 환상적으로 보인다. 즉 데페이즈망

은 서로 관련이 있거나, 전혀 관련이 없는 대상과 대

상, 대상과 공간, 공간과 공간과의 연결로서 비논리

적, 비현실적 느낌을 창출하여 표현하는 사실적 초현

실주의 기법이다.7)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대상이나

공간이 서로 병존하거나, 낯설게 전이되어 시공간을

초월하거나 합리적이고 이성적 논리를 거부하는 동

시에 무의식적인 병치적 융합 논리와 객관적 우연성

에 관찰자가 주목하고 주의하도록 만드는 것을 데페

이즈망의 개념이자 방법적 원리라 할 수 있다.

3. 데페이즈망과 예술문화
본 연구에서 패션윈도우 디스플레이에 나타난 데

페이즈망을 보는 이론적 연구의 틀은 규격/유리면/

바닥면/벽면/천정/출입문/되비침 등의 공간적 측면,

소품/소도구/POP 등의 오브제적 측면, 그리고 마네

킹/헤어/메이크업/바디컬러/의상/액세서리 등의 패

션스타일링적 측면으로 구분될 수 있는 패션윈도우

디스플레이 구성요소들과 상관성이 있는 예술문화

분야의 데페이즈망 관련 선행연구 26편을 종합적으

로 분석하여 정립하였다. 선행연구의 분석은 초현실

주의 데페이즈망 연구의 선구자인 르네 파스롱(René

Passeron), 수지 개블릭, 새런 알렉산드리안(Sarane

Alexandrian)과 같은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를 기술한

전문서적과 학위 논문 및 학술 논문을 중심으로 한

데페이즈망․미술공예 분야 8편, 데페이즈망․건축

분야 7편, 데페이즈망․광고 분야 3편, 데페이즈망․

패션 분야 5편, 데페이즈망․메이크업 분야 3편의 전

문서적 및 논문들을 통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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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술공예

1967년 초현실주의 미술사 전문가 René Passeron

은 초현실주의 작가 René Magritte의 회화를 중심으

로 데페이즈망을 최초로 ‘재질의 변환, 논리적인 전

이, 물리적 모순, 절대적인 수수께끼, 변칙적인 중첩’

의 5가지로 분석하여 분류하고 있다.8) 이후 1970년

Suzi Gablik 역시 그의 저서 Magritte에서 데페이즈

망을 ‘크기의 변화, 모순적 이미지, 합성, 변형, 이중

이미지, 역설, 고립, 개념적 양극성’의 8가지로 분류

하였으며, 이는 현재까지 많은 후속 연구자들의 보편

적인 데페이즈망 연구의 분석 틀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같은 년도에 예술 비평가 Sarane Alexandrian

은 그의 저서 Surrealist Art9)에서 Magritte의 작품

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데페이즈망의 형식을 6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는데, 이는 ‘세부의 확대, 해부학적

경이, 보충적인 사물과의 결합, 무생물의 생물화, 신

비스런 개방’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주혜령10), 이

승엽11)을 비롯한 많은 후속연구자들은 René Ma-

gritte 회화의 분석을 통해 2차원적 화면에서 시각적

충격으로 다가오는 데페이즈망 기법을 ‘일상적 사물

의 크기를 전환, 상관없는 이질적 사물의 결합, 재질

의 변환, 무생물을 생물로 전환, 어떤 물체에 대한

그릇된 명명, 생생한 장소에다 사물을 놓는 방법, 인

물의 이면적 노출과 부분적 가림, 시공간의 마술적

변조’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René Magritte와 더불

어 다른 초현실주의 작가들의 작품 속에서 나타난

데페이즈망 기법의 특징을 기준으로 분석한 연구들

중, 오아름12)은 현대 일러스트레이션의 분석을 통해

‘크기의 변형, 사물의 이질적 결합, 사물의 상징적 합

성, 재질의 변형, 역설적 이미지, 공간의 변형, 양의

적 이미지’와 같은 7가지 데페이즈망 기법을 도출시

켰다. 유재연13)은 ‘크기의 전이, 자연물과 인간의 만

남, 사물의 결합, 재료의 전이, 이미지의 중첩, 패러

독스, 장소의 전이’와 같이 7가지로 해석된 데페이즈

망 기법을 자신의 환상적 도예에 관한 연구에 응용

하였으며, 최유나, 손지현14)은 ‘규모․위치․본질의

변화, 합성, 변형, 대상의 고립, 우연한 만남의 발생’

과 같이 데페이즈망 기법을 5가지로 분류하여 미술

교육 연구에 적용하였다.

2) 건축

데페이즈망 건축 분야의 연구에서 이재용, 김정

재15)는 Suzi Gablik이 분류한 데페이즈망 기법을 건

축적 표현방식에 맞추어 살펴 본 후, 이를 토대로 현

대건축 디자인을 분석한 결과 ‘건축물과 오브제의 병

치, 건축물과 자연물의 병치, 반 중력형상, 스케일의

변형, 생체적 변형, 기존 기능의 변환, 이질적 기능의

병치, 기능의 불확정성, 비일상적 재료의 병치, 이질

적 재료의 병치’와 같이 10가지 방식으로 표현된 데

페이즈망을 도출시켜 분류하였다. 현대건축에 나타난

데페이즈망의 표현특성을 연구한 최수복16)은 René

Magritte와 Salvador Dali의 작품을 재해석하여 데페

이즈망의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현대건축의 사

례분석을 통해 데페이즈망을 공간․형태적 측면에서

는 ‘의외요소의 도입, 공간․형태의 왜곡과 충돌, 유

동적인 공간․형태’, 프로그램적 측면에서는 ‘엉뚱한

기능으로 전이, 탈 기능/인간주의, 혼성적 사이버 기

능’, 재료적 측면에서는 ‘이질재료의 낯선 병치, 이질

재료의 모호한 중첩, 전자적 표피’와 같이 총 9가지

로 분류하였다. 이태하17)는 현대 실내공간의 혼성적

표현특성 중에서 데페이즈망을 분석하였는데, 이를

‘시간적 혼성과 이면적 노출은 시공간의 재구성’으로,

‘형태적 혼성은 물체와 재질의 변형 및 변환에서 형

태의 변형’으로, ‘공간적 혼성은 이질적 사물의 결합

과 물체의 변형과 변환에서 생소함’으로, ‘장르적 혼

성은 상관없는 사물의 결합에서 경계의 해체’로, ‘생

소한 장소의 사물 배치와 일상적 크기의 변환에서

의미의 모호성’으로와 같은 5가지로 유형으로 분류하

였다. 임치송18)은 공간에서의 데페이즈망의 표현을

‘오브제의 비일상적 병치, 형태의 왜곡과 충돌, 이질

적 재료의 낯선 병치, 스케일의 변형, 프로그램의 혼

성’과 같이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를 기준

으로 패밀리 레스트랑의 사례 분석과 디자인 개발을

하였다. 장한솔19)은 공간의 데페이즈망 유형을 ‘환상

성, 현상지각, 시공간, 오브제’로 구분하고, 이에 표현

된 데페이즈망 기법을 ‘스크린의 성질을 그대로 수용,

스크린의 자기 창조형, 재료나 색채를 통한 윤관조절,

움직임을 통한 기지각적 자극, 복합적 감각자극의 체

험, 기억 장소의 상징화, 시점의 흐름을 통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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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 비물질화의 유동적 변형, 시각적 요소의 공간

의 다변성, 불연속적 다시점 공간, 스케일의 과장, 바

이오 모픽, 공간의 이중구조’로 분류하여 고찰하였다.

또한, 정나영20)은 데페이즈망의 공간화를 위해 데페

이즈망 기법을 ‘낯섦, 변형, 합성, 크기변환, 역설, 두

가지 상황’으로 분류하였으며, 최형욱21)은 데페이즈

망 실내 공간 분석 및 연출을 위해 데페이즈망 기법

을 ‘불확정성, 시각적 유희, 개념의 이중성, 무의식적

욕망의 표현, 비일상적 오브제, 스케일 변형, 생물학

적 표현, 프로그램의 병치, 재료의 병치, 형태적 왜곡

과 변형’으로 분류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3) 광고

데페이즈망 광고 분야 연구를 살펴보면, 탁정태22)

는 ‘대상의 고립, 변형, 크기의 변화, 합성, 모순적 이

미지, 이중적 이미지, 역설, 개념의 양의성’으로 분류

하여 현대광고에서 나타난 데페이즈망 요소를 고찰

하였다. 표경윤23)은 환상력과 상상력을 무한하게 해

방시켜주고 비정형적 형상에서 생긴 생소한 세계에

대한 친밀성을 가질 수 있는 데페이즈망을 ‘만남, 고

립, 합성, 확대, 결합’으로 분류하여 새로운 광고디자

인 교육 방안에 적용하였다. 또한 최홍석24)은 Suzi

Gablik의 8가지로 분류된 데페이즈망을 활용하여 일

상 소재를 가지고 비일상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야 하

는 인쇄광고에 나타난 데페이즈망을 분석함으로써 데

페이즈망이 광고를 창조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조형원리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4) 패션

박진수25)는 현대 패션에 나타난 데페이즈망의 조

형성을 ‘형태의 왜곡과 변형, 중력의 거부, 사물의 은

유(병치), 생물의 무생물화, 소재의 왜곡과 변형, 신

체부위의 응용(전치), 내의와 외의의 역전, 상하 역

전, 전후 역전, 타투적 느낌’으로, 이지연26)은 ‘자연물

의 이미지로 변화의 효과, 신체의 일부분을 의복에

표현, 배경과 사물안의 이미지를 동일선상에 배치’로,

강현숙27)은 ‘개방과 유동, 구속과 억압, 반전과 역설’

로 각각 새롭게 분류하여 그들의 패션디자인 연구를

전개하였다. 권연옥28)은 현대 패션디자인을 분석하여

‘생물의 무생물화, 사물의 은유, 착시, 신체의 상징화,

위치전환’으로 분류된 데페이즈망을 응용한 패션스타

일링 연구를 은은한 로맨틱 감성이 흐를 수 있도록

전개하였다. 또한 김순자29)는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

서 표현된 데페이즈망을 ‘재질의 변환, 다중공간, 이

질적 공간배치, 가상공간적 환상 표현, 착시에 의한

공간의 혼동’으로 도출시켜 데페이즈망이 패션이미지

전달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5) 메이크업

르네 마그리트 작품을 분석하여 데페이즈망 기법

을 ‘물질의 변형과 왜곡, 이질적 사물의 결합, 공간의

변화’로 분류시킨 박소정, 김주경30)은 이를 바디아트

일러스트레이션에 적용하였으며, 안성준, 정재윤31)은

광고 속 바디페인팅에서 나타난 데페이즈망 기법을

‘합성, 전환, 변형’으로 분류하여 데페이즈망이 다양

한 매체 속에서 새로운 형식의 메시지와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또한 이승은32)은 Suzi

Gablik의 8가지로 분류된 데페이즈망 기법을 응용하

여 아트메이크업 작품제작 연구를 함으로써 데페이

즈망이 아티스트의 사고에 영향을 주어 관념적 사고

를 벗어난 자유롭고 독창적인 작품의 표현이 가능하

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Ⅲ. 패션윈도우 디스플레이 디자인에
나타난 데페이즈망

데페이즈망은 패션윈도우 디스플레이와 상관성이

있는 데페이즈망 관련 선행연구들의 분석을 통해 총

15가지 표현기법과 5가지 표현특성으로 분류하여 나

타냈다<표 1>. ‘스케일의 변화, 형태의 변형, 재질의

변환’은 ‘형태 및 재질의 변환’으로, ‘관련 없는 사물

의 만남, 인간과 동식물 또는 인간과 사물을 통한 이

중결합’은 ‘대상의 이질적 결합’으로, ‘대상의 낯선 공

간 배치, 신체 부위의 낯선 위치 이동, 대상의 활용

방식 전환’은 ‘대상의 위치전환’으로, ‘가변적 사물인

식, 부분적 가림과 노출을 통한 중첩, 역설적 이미지,

대상의 역할전환’은 ‘대상의 인식전환’으로, ‘가변적

경계인지, 내부 공간의 재구성 및 재질 변환, 공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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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공예 건축 광고 패션 메이크업
데페이즈망

표현기법 및 표현특성

크기의 변화 스케일의 변형
크기의

변화

인체나 사물의

크기 변화

인체의 크기

변화

⇨

스케일의 변화
형태

및

재질의

변환

형태의 왜곡 및

변형

의복 형태의 왜곡

및 변형
인체의 변형 형태의 변형

재질의 변화
이질재료의

외부사용
의복의 재질 변화

인체의 재질

변화
재질의 변환

사물의 결합
상관없는 사물

결합

의복과 오브제의

결합

관련 없는

오브제의 만남

⇨

관련 없는 사물의

만남 대상의

이질적

결합합성 합성

인간과 인형,

또는 인간과

동물의 이종결합

합성

인간과 동식물,

인간과 사물을 통한

이종결합

사물의 고립
오브제의 낯선

공간 배치

대상의

고립

대상의 이질적

공간 배치
고립

⇨

대상의 낯선 공간

배치
대상의

위치

전환

신체 일부분의

전치

신체 부위

위치이동

신체 부위의 낯선

위치 이동

의복의 위치나

착장방식의 전환

대상의 활용 방식

전환

이중적 이미지 가변적 사물인식
모순적

이미지

의복 또는 사물

내의 다중 이미지

가변적

사물인식

⇨

가변적 사물인식

대상의

인식

전환

부분적 가림과

노출을 통한 중첩

부분적 가림과

노출을 통한 중첩

역설적 이미지 역설적 형상 역설 역설적 이미지 역설적 이미지

의복의 역할전환 대상의 역할전환

공간의 변조
내부와 외부

경계의 변조

대상의

이중경계

인체, 의복,

배경간의 혼동된

경계

배경, 인체,

의복간의

양의적 이미지
⇨

가변적 경계인지
공간

인지의

전환
내부 공간의 재구성

또는 재질변환

내부 공간의 재구성

및 재질변환

공간의 기능전환 공간의 기능전환

<표 1> 선행연구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나타난 데페이즈망

기능전환’은 ‘공간인지의 전환’ 특성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이 분류된 유형들을 기준으

로 패션윈도우 디스플레이를 대표할 수 있는 미국의

버그도르프 굿맨(BG), 프랑스의 쁘랭땅(PR), 일본의

이세탄(IS) 백화점 윈도우 디스플레이 디자인 자료

를 수집 분석하였다. 전문가 집단의 검증을 거치는 과

정에서 ‘형태의 변형(3.2%), 대상의 역할전환(2.4%),

공간의 기능전환(1.6%)’과 같이 패션윈도우 디스플

레이에서 데페이즈망의 출현된 빈도가 4%미만으로

미비하게 나타나거나 패션윈도우 디스플레이에서 데

페이즈망의 표현특성을 나타내기에 적절치 않은 표

현기법들은 제외하였다. 또한 문헌과 선행연구에 나

타난 데페이즈망 중, ‘신체 부위의 낯선 위치 이동

(4.1%)’은 패션윈도우 디스플레이에서 ‘대상의 낯선

공간 배치’의 표현기법이 그 의미를 포괄할 수 있었

으며, ‘역설적 이미지’는 ‘가변적 사물인식(4.6%)’을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표현기법이라 판단하였

다. 이에 패션윈도우 디스플레이에 적용 가능한 데페

이즈망은 5가지 표현특성과 10가지 표현기법으로 정

립할 수 있었으며, 최종 1377점이 본 연구의 실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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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페이즈망 표현기법
분석

대상

시즌별 분포
Total (%)

2008 2009 2010 2011 2012

스케일의 변화

BG 21 36 42 21 9 21
217

(15.6)
296

(21.5)

PR - 18 4 6 6 0

IS - - 25 7 22 0

재질의 변환

BG 10 14 16 13 1 10
79

(5.7)
PR - 1 8 3 - 0

IS - - 10 3 - 0

<그림 1> Bergdorf Goodman,

2012

- www.bergdorfgoodman.com

<그림 2> Printemps, 2009

- www.printemps.com

<그림 3> Printemps, 2009

- www.printemps.com

<그림 4> Printemps, 2010

- www.printemps.com

<표 2> ‘형태 및 재질의 변환’으로 활용된 데페이즈망 표현기법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형태 및 재질의 변환’ 특성

의 표현기법은 ‘스케일의 변화, 재질의 변환’으로, ‘대

상의 이질적 결합’ 표현특성의 기법은 ‘이질적 오브

제의 만남, 이종결합’으로, ‘대상의 위치전환’ 특성의

표현기법은 ‘대상의 낯선 공간 배치, 진열방식의 전

환’으로, ‘대상의 인식전환’의 표현기법은 ‘대상의 중

첩, 역설적 이미지’로, ‘공간인지의 전환’ 표현특성의

표현기법은 ‘가변적 경계인지, 내부 공간의 재구성

및 재질변환’으로 분류하였다.

1. 형태 및 재질의 변환
패션윈도우 디스플레이에서 ‘형태 및 재질의 변환’

으로 분류된 데페이즈망 표현기법은 <표 2>와 같이

‘스케일의 변화’, ‘재질의 변환’으로 나타났다. ‘스케일

의 변화’는 일상적 사물, 대상, 인체 또는 생물의 전

체 또는 특정부위 비율을 과장되고 비현실적으로 확

대하거나 축소시켜 관찰자에게 낯설고 놀라움을 주

어 감각을 무한대로 확장시키는 것을 의미하며<그림

1>33), 전체 표본 중 15.6%의 높은 활용도를 나타내

고 있었다. ‘재질의 변환’은 <그림 2>34)에서 보이는

것처럼 대상의 본래 외부 성질을 상식 밖의 다른 재

질로 바꾸어 표현함으로써 관찰자들의 일반적 사고

를 충격적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의미한다.

이처럼 ‘형태 및 재질의 변환’의 두 가지 데페이즈

망 표현기법들은 전체 분석대상 중 21.5%로 패션윈

도우 디스플레이 디자인에서 세 번째로 높은 활용도

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패션윈도우 디스플

레이에 나타난 ‘형태 및 재질의 변환’의 데페이즈망

표현특성은 인간, 동식물, 사물 등 일반적인 대상의

외적 형태나 재질을 이성적 관념과 상식의 굴레에서

벗어나 기묘한 느낌이 들도록 변화시킴으로써 관찰

자들에게 신선한 시각적 경험과 지각을 확장시킬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진열된

상품에 더욱 더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호소력 짖은

연출 결과물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2. 대상의 이질적 결합
‘대상의 이질적 결합’으로 분류된 패션윈도우 디스



服飾 第64卷 3號

- 8 -

데페이즈망 표현기법
분석

대상

시즌별 분포
Total (%)

2008 2009 2010 2011 2012

이질적 오브제의 만남

BG 10 12 21 16 1 59
70

(5.1)
169

(12.3)

PR - 2 3 - - 5

IS - - - - 5 0

이종결합

BG 13 7 5 20 5 45
99

(7.2)
PR - - 16 4 4 20

IS - - 13 1 11 25

<표 3> ‘대상의 이질적 결합’으로 활용된 데페이즈망 표현기법

데페이즈망 표현기법
분석

대상

시즌별 분포
Total (%)

2008 2009 2010 2011 2012

대상의 낯선 공간 배치

BG 43 32 43 28 5 118
247

(17.9)
323

(23.4)

PR - 7 18 7 21 25

IS - - 18 9 16 18

진열방식의 전환

BG 8 8 23 2 6 39
76

(5.5)
PR - 2 8 - - 10

IS - - 3 8 8 19

<그림 5> Printemps, 2010

- www.printemps.com

<그림 6> Bergdorf Goodman,

2011

- www.bergdorfgoodman.com

<그림 7> Bergdorf Goodman,

2010

- www.bergdorfgoodman.com

<그림 8> Bergdorf Goodman,

2011

- www.bergdorfgoodman.com

<표 4> ‘대상의 위치전환’으로 활용된 데페이즈망 표현기법

플레이 데페이즈망 표현기법은 ‘이질적 오브제의 만

남’과 ‘이종결합’으로 나타났다<표 3>. ‘이질적 오브제

의 만남’은 상품이 관련 없는 대상에 매달리거나 걸

려 진열되어 있는 <그림 3>35)과 같이 관련성이 없는

대상들이 서로 결합되어 하나의 오브제에서 파생된

것처럼 보이게 표현하는 기법을 의미하며, ‘이종결합’

은 동물, 식물 또는 사물을 인체와 기이하게 혼합시

키거나 이종 결합시키는 기법을 의미한다<그림 4>36).

패션윈도우 디스플레이에서 ‘대상의 이질적 결합’

표현기법들의 빈도는 본 연구의 실증적 분석자료 전

체를 대상으로 했을 경우 12.3%로 가장 미비하게 나

타났다. 이는 비록 그 활용도에 있어서 가장 낮은 빈

도라 하더라도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동시에 패션

윈도우 디스플레이 연출의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각각의 분석대상 백화점들에서 모두 꾸준히 응용되

어 왔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결코 낮게 평가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윈도우 내에 디스플레이 된

상품들이 소비자들과 심리적 교감을 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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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페이즈망 표현기법
분석

대상

시즌별 분포
Total (%)

2008 2009 2010 2011 2012

대상의 중첩

BG 3 5 2 9 - 19
69

(5)
209

(15.2)

PR - 3 4 1 - 8

IS - - 11 21 10 32

역설적 이미지

BG 8 14 10 30 6 62
140

(10.2)
PR 10 2 1 4 10 17

IS - 20 7 18 45

<표 5> ‘대상의 인식전환’으로 활용된 데페이즈망 표현기법

위와 같은 두 가지의 데페이즈망 기법들 역시 꾸준

히 활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대상의 위치전환
‘대상의 위치전환’으로 분류된 패션윈도우 디스플

레이 데페이즈망 표현기법은 <표 4>와 같이 ‘대상의

낯선 공간 배치’, ‘진열방식의 전환’으로 나타났다. ‘대

상의 낯선 공간 배치’는 상품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대상이나 공간을 상품 디스플레이 공간으로 전치 또

는 전이시키는 기법을<그림 5>37) 의미한다. 패션윈도

우 디스플레이에서 마네킹의 특정 부위나 신체의 일

부분을 상징하는 오브제나 이미지들이 어떤 대상의

내부 또는 공간 안에 독립적으로 위치되거나 낯설고

기이하게 전치되는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빈

번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패션윈도우 디스플레

이에서 활용된 ‘대상의 낯선 공간 배치’이 선행연구

에서 구분되었던 ‘신체 부위의 낯선 위치 이동’의 역

할을 함축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이라 할 수 있다<그림 6>38). 또한 ‘진열방식의 전환’

은 윈도우 내의 소품이나 오브제들의 일상적인 진열

방식 또는 마네킹의 전형적인 착장방식의 틀을 비논

리적이고 비현실적으로 낯설게 보이도록 전환시키는

방법을 <그림 7>39) 의미한다.

이처럼 패션 윈도우 디스플레이에 나타난 ‘대상의

위치전환’ 특성의 두 가지 데페이즈망 표현기법들은

전체 분석대상 중 두 번째로 높은 23.4%의 빈도로

활용되고 있었다. 이는 낯설게 연출된 윈도우 내에

‘대상의 낯선 공간 배치’ 기법을 통해 진열된 상품들

과 서로 다른 오브제들이 조화를 이루거나 독립적으

로 배치되면서 소비자들에게 상품에 대한 호기심을

증폭시킴과 동시에 구매심리를 자극하는 역할로 가

장 호소력이 있는 디스플레이 표현기법이라는 의미

를 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대상의 인식전환
패션윈도우 디스플레이에서 ‘대상의 인식전환’으로

분류된 데페이즈망 표현기법은 <표 5>와 같이 ‘대상

의 중첩’, ‘역설적 이미지’로 나타났으며, 각각의 표현

기법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대상의 중첩’은

윈도우를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변화하는 시점이나

심적 상태에 따라 선택적으로 받아들 수 있는 불확

실하고 모호하게 중첩된 이미지를 구사할 수 있도록

윈도우 내외부의 배경 또는 대상을 부분적으로 가리

거나 이면을 노출시키는 방법을 의미한다<그림 8>40).

‘역설적 이미지’는 진열된 오브제나 상품에 양립될

수 없는 성질이나 의미를 동시다발적으로 내포시킴

으로써 관찰자들이 윈도우 내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나 작용을 무의식적으로 순수하게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크게 두 가

지 방법으로 구분되어 나타났다. 즉, 패션윈도우 디

스플레이에서 ‘역설적 이미지’는 한 가지 대상을 바

라보는 관찰자가 개인의 심리상태나 시각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가변적 이미지로 대상을 인식할 수 있

도록 하는 방법<그림 9>41)과 대상이 지구 중심으로

작용하는 중력뿐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향하는 중

력에도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처럼 인식되도록 하



服飾 第64卷 3號

- 10 -

데페이즈망 표현기법
분석

대상

시즌별 분포
Total (%)

2008 2009 2010 2011 2012

가변적 경계인지

BG 10 14 17 9 4 41
139

(10.1)
380

(27.6)

PR - - 2 5 3 2

IS - - 18 31 26 18

내부 공간의 재구성

또는 재질변환

BG 17 26 31 9 14 74
241

(17.5)
PR 10 9 - 18 13 19

IS - - 42 20 32 94

<그림 11> Isetan, 2012

- www.isetan.co.jp

<그림 12> Isetan, 2012

- www.isetan.co.jp

<그림 13> Bergdorf

Goodman, 2009

- www.bergdorfgoodman.com

<그림 14> Printemps, 2012

- www.printemps.com

<표 6> ‘공간인지의 전환’으로 활용된 데페이즈망 표현기법

<그림 9> Printemps, 2008

- www.printemps.com

<그림 10> Isetan, 2012

- www.isetan.co.jp

는 방법<그림 10>42)으로 표현되고 있다.

‘대상의 인식전환’의 표현특성은 패션윈도우 디스

플레이에서 15.2%로 나타났으며, 이처럼 ‘대상의 인

식전환’의 표현기법들은 윈도우 내의 환경과 연출된

대상의 의미가 반전과 반전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소

비자들에게 그들 내면에서만 잠재해오던 의식을 스

스로 일깨울 수 있도록 상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전환시키는 변증적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다.

5. 공간인지의 전환
‘공간인지의 전환’으로 분류된 패션윈도우 디스플

레이 데페이즈망 표현기법은 ‘가변적 경계인지’, ‘내

부 공간의 재구성 또는 재질변환’으로 나타났다<표

6>. ‘가변적 경계인지’는 전경과 전경, 전경과 대상, 전

경과 배경, 대상과 대상, 대상과 배경, 배경과 배경 간

의 경계 부분을 모호하게 하여 관찰자들에게 착시를

일으킴으로써 개개인의 선택적 지각(Selective Per-

ception)을 유도하도록 만드는 기법을 의미한다<그림

11>43). ‘내부 공간의 재구성 및 재질변환’은 본 연구

의 분석 대상 중 두 번째로 높은 빈도(17.5%)로 나

타났으며, 소비자들의 복합적 감각을 자극하여 착각

을 일으키기 위해 본래의 윈도우 내부 공간 구조를

유동적으로 변형시키고 재구성<그림 12>44)하거나 공

간 내벽의 재질을 다른 물질로 가변환시키는 방법

<그림 13>45), <그림 14>46)을 의미한다.

‘공간인지의 전환’의 표현기법들은 본 연구를 통해

전체 분석대상 중 ‘내부 공간의 재구성 및 재질변환’

기법(17.5%)을 필두로 가변적 경계인지 기법(10.1%)

과 함께 패션윈도우 디스플레에서 가장 높은 활용빈

도(27.6%)를 나타냈다. 이 표현기법들은 공간의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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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제약을 파괴하고 인간의 관습적 상식을 전환시

켜 혼성적 공간의 초현실성을 소비자들에게 경험시

키기 위한 수단으로 패션윈도우 디스플레이에 나타

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인지되어 온

본래 윈도우의 공간개념을 이질적으로 전환시킴으로

써 전형적인 윈도우의 이미지를 불확실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공간인지의 전환’의 데페

이즈망 표현특성을 나타내는 표현기법들은 공감각적

지각체계에서 벗어난 장면을 제공하는 사실적 초현

실주의 패션윈도우 디스플레이를 표현하기 위한 수

단으로 앞으로 더욱 더 새롭고 과감하게 시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패션윈도우 디스플레이와 상관성이

있는 예술문화 분야 데페이즈망 관련 선행연구들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데페이즈망 표현특성을 ‘형

태 및 재질의 변환, 대상의 이질적 결합, 대상의 위

치전환, 대상의 인식전환, 공간인지의 전환’으로 분류

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미국․프랑스․일본 백화점의

윈도우 디스플레이를 살펴본 결과, 패션윈도우 디스

플레이에 적용된 새로운 시각의 데페이즈망 표현기

법은 다음과 같이 10가지로 규명되었다.

첫째, 현대 패션윈도우 디스플레이에 나타난 ‘형태

및 재질의 변환’ 표현특성으로 분류된 ‘스케일의 변화’

는 일상적 대상의 전체 또는 특정부위 비율을 과장되

게 확대하거나 축소시키는 기법으로, ‘재질의 변환’은

대상 본래의 외부 재질을 다르게 하여 바꾸는 표현 기

법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상의 이질적 결합’으로 분류

된 데페이즈망의 표현특성인 ‘이질적 오브제의 만남’은

관련성이 없는 대상들을 서로 병치 또는 합체시키는

기법으로, ‘이종결합’은 동물, 식물 또는 사물을 인체와

기이하게 이종 혼합시키는 기법으로 표현되었다. 셋째,

‘대상의 위치전환’ 특성인 ‘대상의 낯선 공간 배치’는

어떤 대상이나 공간을 그것과 관련 없는 공간으로 기

이하게 전이시키는 기법으로, ‘진열방식의 전환’은 대

상의 일정한 진열방법이나 전형적인 배치형식의 틀을

낯설게 전환시키는 기법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데페이

즈망의 표현특성 ‘대상의 인식전환’ 중 ‘대상의 중첩’은

어떤 대상을 부분적으로 가리거나 이면을 노출시킴으

로써 변칙적인 이미지를 구사하는 기법으로, ‘역설적

이미지’는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그 의미가 모

호하게 해석될 수 있도록 하나의 대상이나 공간에 두

가지 이상의 성질을 부여하는 기법으로 나타났다. 마

지막으로 다섯째, 패션윈도우 디스플레이에서 ‘공간인

지의 전환’의 데페이즈망 특성 중 ‘가변적 경계인지’의

표현기법은 전경․대상․배경 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

여 착시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내부 공간의 재구성 및

재질변환’은 관찰자들이 공간에 대한 본래 구조를 인

지하지 못하도록 공간 내부의 구조를 변환 및 재구성

하거나 소비자들의 선택적 지각을 확장시키기 위해 유

리 또는 디지털화면 등의 재질로 공간 내벽을 바꾸는

방법으로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공간적․오브제적․패션스타일링적 측면의

각 요소들이 통합적으로 구성된 패션윈도우 디스플

레이에 나타난 데페이즈망 표현기법은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개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특정 장르의 데

페이즈망과는 달리 보편적이고 종합적인 특징을 지

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잠재의식을 자극

하여 끌어내고, 아이디어의 범주를 넘어서는 초현실

적 연출은 이와 같은 데페이즈망 표현기법들을 통해

현대 패션윈도우 디스플레이에 활발히 수용되고 있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데페이즈망 표현기법은 그

적용범위나 변형방식이 광범위하고, 시지각적 특성으

로 인해 흥미와 심리적 반향을 충분히 유발하기 때

문에 패션윈도우 디스플레이의 구상의 폭을 무한한

각도로 확장시킬 수 있는 적절한 도구임을 알 수 있

었다. 사회 문화적 정체성, 이데올로기의 반영과 표

출, 상업적인 표현대상으로 접근할 때 제한적이었던

기존의 패션윈도우 디스플레이의 개념은 초현실주의

데페이즈망 표현기법의 활용을 통해 과감히 탈피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데페이즈망은 새롭고 획기적

인 패션윈도우 디스플레이 디자인 기획에 필요한 개

발방법을 구축하기에 적합한 표현기법이라 사료된다.

각 국의 문화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도 하는

백화점 윈도우 디스플레이 디자인은 현대사회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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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매개체로서 새로운 문화예술을 창조하고 거리 환

경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다. 그러나 세 지역의 백

화점 윈도우 디스플레이 사진들을 수집한 결과 각

백화점 마다 건물의 윈도우 개수 및 매년 시행된 윈

도우 디스플레이의 테마연출 횟수에서 차이가 나타

났으며, 시즌별로 누락된 경우가 있어 정확한 정량적

자료의 수집은 어려웠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앞으로

패션윈도우 디스플레이에 나타난 연출 및 표현기법

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진행된다면, 미래의 자

유롭고 창의적인 패션 디스플레이 및 디자인 발상은

한층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현화 될 수 있을 것

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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