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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represents “an artialization of fashion” that may be regarded similar to art with a focus on

luxury fashion brands. In the 20
th
 century, fashion began to share a similar language with art and became a

central part in popularizing art. Fashion and art were drawn to each other in mutual fascination. Fashion

studies arouse from disciplines like anthropology, sociology and art history as well as from aesthetic

experiences and commercial characteristics. Fashion is very complicated phenomenon; therefore, a study on

the artialization of luxury fashion brands needs to be approached for aesthetic and commercial aspects si-

multaneously. This study combines a literary survey with a case analysis of the relation of fashion and art

as well as inquires on the artialization of luxury fashion brands based on discourses. The discourses are:

first, fashion is an art, second, fashion and art differ in relation to the intention, third, fashion and art have

mutual-borrowing. In view of the results achieved in this study, luxury fashion brands can achieve increased

effectiveness through art. This study reveals the effects that luxury brands achieve through art versus a dis-

cussion on if fashion is art or not and if the relationship is moral or not.

Key words: Artialization, Art strategy, Fashion, Art, Luxury fashion brand; 예술화, 예술 전략, 패션, 예

술, 럭셔리 패션브랜드

I. 서 론

최근 럭셔리 패션브랜드들은 전시를 통해 인간, 몸,

정체성, 윤리, 미학, 미의 개념에 대해 되돌아보게 하고

패션쇼 퍼포먼스와 시각적 스펙타클을 통해 패션철학

을 전달하는 등 예술 전시에서와 같이 관람객들에게 개

념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패션은 예술과의 구분이 모호해져 더 이상 예술의 타자

(the other)가 아닌 예술과 동등한 위치에서 논의되고 패

션과 예술의 관계를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문헌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연

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패션비평의 필요성을 제

시하거나(Kim, 1998; Yun, 2009), 패션과 예술의 상호관

계를 고찰하거나(Park, 2011; Shin, 2008), 패션의 아트마

케팅을 분석하였다(Kang & Kim, 2012; Kim & Rhee,

2009). 그러나 국내의 많은 선행연구들이 패션과 예술이

라는 서로 다른 장르의 차이를 간과한 채 조형적인 유사

성만 연관시키거나, 마케팅의 관점으로만 다루고 있다.

패션은 삶과 문화에 대해 본질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여러 차원에서의 탐구를 요구하며, 미적 경험을 제공하

는 동시에 상업적 특성 또한 지니고 있다. 이에 최근 럭

셔리 패션브랜드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논의되는

패션의 예술화에 관한 연구는 다각적 시각을 통해 이루

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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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션과 예술의 관계에 관한 사

적 고찰 및 여러 분야의 이론가들의 담론을 문헌을 통

해 고찰하여 최근 예술화된 패션의 맥락적 관점을 이해

하고, 이를 이론적 기반으로 하여 럭셔리 패션브랜드의

예술 전략 사례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패션과 예술의 관

계의 사적고찰과 담론을 참고로 하여 럭셔리 패션브랜

드의 예술 전략이 지닌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첫째, 럭셔리 패션브랜드의 예술 전략

을 맥락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패션과 예술의 역사적 관

계를 살펴본다. 둘째, 패션과 예술의 관계에 대해 논의

한 여러 공신력있는 이론가들의 담론을 정리하고, 럭셔

리 패션브랜드의 예술 전략을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

련한다. 셋째, 뉴욕타임즈에서 ‘fashion brand’, ‘art’로 키

워드를 검색하여 기사화된 사례를 살펴보고, 관련 문헌

및『Fashion Theory』에 소개된 예시들을 참고하여 럭셔

리 패션브랜드의 예술 전략 유형을 분류한다. 넷째, 패

션과 예술의 관계를 참고하여 담론을 기반으로 한 럭셔

리 패션브랜드의 예술 전략 의미를 분석한다. 연구의 범

위는 패션과 예술의 관계가 럭셔리 패션브랜드를 중심

으로 엄청난 수익보상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러한 관계

에 대한 이론가들의 담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1980년

대부터 현재까지로 정하되, 사적고찰에서는 15세기 르네

상스 시대부터로 한다. 또한 럭셔리 패션브랜드에서 럭

셔리의 개념은 특별한 기준이 없고 주관적이므로 LVMH,

Richemont, Kering(과거 PPR), Hermès에 포함된 브랜드

를 대상으로 설정한다.

본 연구는 패션이 예술인지 아닌지 혹은 그러한 관계

의 변화가 도덕적인지 아닌지를 논하기보다는 패션과

예술의 본질적 차이를 이해하고, 동시에 불가분의 관계

에 있다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럭셔리 패션브랜드가 예

술을 통해 얻게 되는 이미지와 그 효과를 밝히는 것이

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차별되고, 이는

패션과 예술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II. 이론적 배경

패션과 예술의 관계는 주로 예술가들의 초상화, 19세

기의 오뛰쿠튀르, 20세기 아방가르드 예술가들 그리고

팝 아트 이후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Geczy & Kara-

minas, 2013).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토대로 패션과 예술

의 역사적 관계를 살펴보고, 이런 관계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이론가들에 의해 이루어지기 시작한 1980년대

부터 현재까지의 담론을 정리하겠다. 이는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예술 전략 사례들을 맥락적 관점에서 이해하

고, 그들이 내포하는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서이다.

1. 패션과 예술의 관계의 사적고찰

1) 예술가들의 초상화(15~19세기 초)

패션과 예술의 관계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5세

기 르네상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Boucher,

1996), 이는 카메라가 존재하기 이전 수세기 동안 초상

화가 역사의 정확한 순간을 전달하는 시대의 기록물로

서 시대정신과 이상미는 물론, 특정 시대의 유행복식의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는 복식사가 Holl-

ander(1993)가 연구하고, 이어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증

명되었다(Mackrell, 2005; Simon, 1995). 그러나 초상화

에 재현된 패션은 예술가의 손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

에 예술의 일방적인 패션의 차용에 지나지 않았고, 재

단(cutting)은 공예의 영역으로 예술의 외부에 위치한 예

술의 타자로서 인식되었다. 즉 패션은 독립적 창조물이

아닌 예술 우위론의 입장에서 논의되었다.

2) 오뛰쿠튀르(1860~1910년대)

1860년대 찰스 프레드릭 워스(Charles Fredrick Worth)

에 의해 오뛰쿠튀르가 소개되면서 복식은 더 이상 화

가의 손에서 창조되어 그림에 단순히 차용되는 예술가

의 기술적 표현이 아닌 독자적인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

는 하나의 작품으로 인식되었다. 워스는 고객의 주문에

의존하던 전통적인 쿠튀르의 제작관습에서 디자이너의

통제 하에 완성되는 제작과정으로 변화시키고 예술가와

같이 옷에 서명을 부착하는 등 패션에 대한 인식의 변

화를 보여주었다(Svendsen, 2004/2013). 이는 드레스 메

이커(dress maker)를 예술가의 자리로 위치시켰고, 20세

기 초 폴 푸와레(Paul Poiret)와 같은 디자이너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패션이 여전히 고객의 미적 취향을 고려하고 유행에

민감하다는 점에서 예술로서의 완전한 의미의 성공은

아니지만, 예술에 대한 디자이너들의 지속된 시도는 패

션과 예술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3)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의 패션(1900~1930년대)

큐비즘의 등장과 함께 예술가들의 섬유, 컷(cut),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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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프(drape)와 같은 패션요소의 사용은 근대적 관점

에서 예술에 대한 패션의 위대한 행보였다. 특히 미래

주의, 구성주의 예술가들은 집단의 정체성을 창조하고

이데올로기를 표현하는 목적의 일환으로 패션을 인식

하고 사회개혁의 목표가 결합된 옷을 디자인하였다. 이

것은 패션을 명확하고 철학적인 행위, 정치적이고 이데

올로기적인 행위, 이론적이고 예술적인 행위, 그리고

조각적이고 순수예술적인 행위로서의 무기로 만든 첫

사건이었다(Brand, 2009). 또한 1937년에는 스키아파렐

리(Elsa Schiaparelli)가 달리(Salvador Dali), 장 콕토(Jean

Cocteau) 등의 초현실주의 예술가들과 콜라보레이션을

시도하여 패션이 예술과 맺는 연관성을 보여주었다. 이

는 20세기의 가장 상징적인 파트너쉽으로 이후 패션과

예술의 실질적인 콜라보레이션이 일어나는 데에 큰 영

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건이다.

4) 팝 아트 이후의 패션(1960년대~현재)

팝 아트의 등장으로 몸이 예술의 중요한 모티브가 되

고 일상인 소재가 미술의 재료가 되면서, 예술의 영역

은 패션에까지 확장되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아방가

르드 예술가들의 일시적이고 간헐적인 실험과 달리, 다

양한 예술 분야에서 공통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는 점에서 패션의 원리가 예술에 중요한 부분으로 작동

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술가들은 제2의 피부

로서 옷을 몸의 대리물로 사용하거나 자신과 외부를 연

결하는 고리로써 차용하고, 나아가 소비 같은 패션의

언어를 예술로 표현하였다(Townsend, 2002). 패션디자

이너들 역시 피카소, 앤디워홀 등의 작업을 연상시키는

의상을 만들었으며,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물질성을

강조하는 현대예술의 경향이 유행하여 실험적인 옷을

제작하였다. 이처럼 패션과 예술은 단순한 차용의 단계

를 넘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상호관계를

유지하는 공생의 관계에 접어들었다.

2. 패션과 예술의 관계에 대한 담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패션과 예술의 관계는 양가

적이며, 이는 특히 예술적 맥락에서 연구된 패션의 경향

이 잘 보여주고 있다(Svendsen, 2004/2013). 이런 양가성

으로 인해 패션과 예술의 관계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논쟁

의 대상이 되어 왔고, 1980년대 사이셀린(Remy Saisse-

lin)에 의해 “패션이 예술인가?”라는 질문이 등장하면서

현재까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Saisselin, 1959). 1980년

대에는 많은 디자이너들이 패션의 영역보다 예술 작업

처럼 보이는 옷들을 선보이고, 미술관에서 패션전시를

개최하는 등 현대예술과 연관시키려는 전략을 구사하

였다. 이에 198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패션과 예술의

관계를 연구한 저명한 이론가들의 담론을 문헌자료와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바, 세 가지 공통된 견해를 바

탕으로 정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첫 번째는 패션을 시각적 예술로 간주하고 그것의 미

학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예술로서의 패션을 주장하는

입장이다. Hollander(1993)와 Mackrell(2005)은 패션을

로코코부터 팝 아트까지 광범위한 예술과 관련지어 해

석하고, 사회학자 Wilson(2003)은 패션을 ‘이미지를 창

조하는 시각예술의 한 형태’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큐레

이터 Teunissen(2010)은 패션이 시각예술의 역사를 지녔

을 뿐 아니라, 개념, 사고, 정치적 이념을 표현하는 매체

라 하였다.

두 번째는 패션담론에 있어 미적 측면 외에 몸, 실용성,

일시성, 상업성과 같은 요소의 중요성을 밝히면서 패션

과 예술의 본질적 차이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즉 패션의

아름다움은 인정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술과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예술 이론가 Negrin(2013)은 패션이 몸, 상업

적 현상과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주장하고, 사회학자 Cr-

ane(2012)과 복식사가 Steel(2012)은 패션이 심미적 문제

만큼이나 상업적 본성에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다. 또한

Boodro(2007)는 패션과 예술의 불가피한 관계를 인정하

지만, 패션은 역사적으로 ‘천조가리 산업(rag trade)’으로

예술은 예술이고 패션은 산업이라고 하였고, Taylor(2005)

와 Martin(1999)은 패션과 예술의 구분에 대한 어려움을

언급함과 동시에 패션의 상업성을 인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입장은 패션과 예술의 관계에 있

어 두 영역 간에 존재하는 비즈니스적인 상호협조를 밝

히고, 패션과 예술의 정의를 재평가하기보다는 서로의

비즈니스 발전에 주목하는 것이다. Müller(2000)는 패

션이 예술과 결합하고 예술이 패션에 중첩함으로써 서

로의 비즈니스가 발전된다고 하였으며, Townsend(2002)

는 패션과 예술의 긴밀한 협조가 최근 상업적 이해관계

를 증대시키기 위해 이루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Troy

(2003)는 패션이 패션임을 부정하고 예술인 척 할수록

경제적 가치가 증대되는 부가적인 특권을 제공받는다

고 하였다. 또한 Lipovetsky and Manlow(2009)는 매장

건축물을 통해 패션과 예술의 관계를 역설하였는데, 그

들에 따르면 1990년대 이래로 패션이 글로벌화되고 ‘하

이퍼패션(hyperfashion)’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에 의해 만

– 193 –



58 한국의류학회지 Vol. 38 No. 2, 2014

들어지면서 매장이 예술화되고 이로 인해 패션브랜드

들이 이득을 얻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패션과 예술의 관계에 관한 담론은 다음

<Table 1>와 같이 세 가지 입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패션이 예술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보다 럭셔

리 패션브랜드들이 예술을 통해 얻게 되는 효과와 그 의

미를 밝히고자 하므로 패션과 예술의 관계에서 비즈니

스적인 상호협조를 밝힌 세 번째 입장에 중점을 두겠다.

III. 럭셔리 패션브랜드의 예술 전략

패션과 예술의 관계는 1980년대와 1990년대가 되면서

권위있는 럭셔리 패션브랜드들을 중심으로 엄청난 수익

의 보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Svendsen, 2004/2013). 럭

셔리 패션브랜드들은 아름다움의 미학을 포기하고 예술

작업과 같은 미학적 아방가르드의 자세를 표방하는 등

현대예술과 연관시키려는 전략을 구사하였는데, 이는

브랜드의 예술적 신뢰도를 높이고 대중들을 위한 판매

전략으로 아방가르드적 입장을 취한 것이다(Svendsen,

2004/20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예술의 영역을 상업적 전략으로 활용한 럭셔리 패션브

랜드의 사례들을 패션저널인『Fashion Theory』와 패션

관련 문헌에서 소개된 예시들, 뉴욕타임즈의 기사들을

통해 살펴보겠다. 그리고 패션의 예술적 측면이 가장 두

드러지게 나타나는 패션전시, 패션건축물, 패션쇼 퍼포

먼스, 콜라보레이션 제품, 문화예술재단을 중점으로 살

펴보겠다.

1. 패션전시

1983년 메트로 폴리탄 미술관(Metropolitan Art Mu-

seum)에서 열린 이브 생 로랑(Yves Saint Laurent)의 회

고전 이후, 많은 패션전시들이 그 맥을 이어갔다(Geczy

& Karaminas, 2013). 패션전시는 특정 브랜드를 따르는

잠재적 소비자들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이끈 반면, 엄

청난 액수의 기부금이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의도 같은

상업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특히 유명미술관에서의 패션전시는 더

욱 많은 논란을 일으켰고,『Fashion Theory』의 전시리

뷰 및 기사와 같은 저널리즘 그리고 패션과 예술을 아

우르는 관련 문헌에서 진지한 비평이 이루어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 순위 100위 안에 포함된 미술관(WIKIPE-

DIA, 2013)을 대상으로 하여 럭셔리 패션브랜드의 패

션전시 사례를 살펴본 결과, 다음 <Table 2>와 같이 정

리할 수 있었다.

유명미술관에서 열린 럭셔리 패션브랜드의 패션전시

는 디자이너 전시와 브랜드 전시로 분류할 수 있지만,

이들은 모두 특정 기업에 속해있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

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디자이너 전시는 런웨이의 확장

개념으로 컬렉션의 패션철학을 제고함과 동시에 특정

디자이너의 경제적 이득을 시도하고, 브랜드 전시는 브

랜드 이미지를 문화예술에 연결시킴으로써 브랜드 자

체가 하나의 문화임을 알리거나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

한 홍보를 한다. 즉 럭셔리 패션브랜드의 패션전시에서

상업적 연관성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2. 패션건축물

럭셔리 패션브랜드와 예술의 상업적 관계는 패션건

축물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는 한때 예술가의 보호구역

이자 갤러리들로 넘쳐났던 뉴욕의 소호(Soho) 지역에

패션브랜드 매장들이 증가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그것은 의도적 결과인데, 패션브랜드들이 매장을 미술

관과 근접한 곳에 위치시킴으로써 예술이 지닌 상징적

가치를 공유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Negrin, 2013). 그

예로, 프라다(PRADA)는 뉴욕 구겐하임 분관의 자리에

에피센터 스토어(Epicenter Store)를 위치시키고 박물관

같은 내부의 환경을 유지시킴으로써 구겐하임이 소유

하는 특별한 가치를 매장으로 전염시키는 효과를 가져

왔다. <Fig. 1>에서 보이는 것처럼 뉴욕의 프라다 에피

센터의 방문객들은 큰 규모의 매장을 둘러보기 위해 긴

통로를 지나쳐야 하는데, 그때 그들은 작품을 관람하듯

긴 벽의 그림을 감상하게 되고, <Fig. 2>와 같은 설치물

들을 곳곳에서 보게 된다. 또한 도쿄에 위치한 <Fig. 3>

은 어빙(Mark Irving)의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세계 건

축 1001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Fig. 4>

Table 1. Discours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fash-

ion and art

Fashion as art

Fashion includes creativity and

demands professionalism on

technique and matters as art does.

Differences

between

fashion and art

Art is art and fashion is frivolous,

unimportant and fleeting;

consequently, it is commercial.

Mutual-

borrowing in

fashion and art

Fashion and art help each other in

business through mutual-borr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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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루이비통(Louis Vuitton)에서도 나타난다. 파리에 위

치한 루이비통은 퐁피두 센터, 오르세 박물관과 같은

블록에 위치해 있어 그들과 함께 들러야할 관광지로 소

개되고 있고(Lipovetsky & Manlow, 2009)고, 도쿄의 매

장은 그 도시에서 랜드마크의 역할을 하고 있다(Pasols,

2005/2005). 게다가 이들은 종종 매장 내에서 유명인사

들을 초청하는 예술가 후원파티를 개최하는데, 이는 언

론에 노출되어 홍보효과를 가져다주기도 한다.

이와 같이 럭셔리 패션브랜드들은 매장을 예술과 결

합함으로써 상품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상점보다 예술

을 통해 쇼핑이라는 문화적 코드가 새롭게 해석된 혁신

적 건축물로 만들었고, 이는 스타건축물, 소비를 비범

한 경험으로 만든 매장의 각색(脚色)된 형태, 갤러리와

같이 예술적 이미지를 제공하는 건축물, 브랜드의 컨셉

을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색다른 경험적 소비를 제공

하는 3차원적 공간으로 설명될 수 있다(Lipovetsky &

Manlow, 2009).

3. 패션쇼 퍼포먼스

패션쇼가 1980년대와 90년대에 활성화되면서, 럭셔

리 패션브랜드들은 차별화된 쇼를 위해 패션쇼를 퍼포

먼스의 형태로 바라보고, 구경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상상력의 공간으로 인식하였다. 큐레이터 더건(Duggan,

2001)은 럭셔리 패션브랜드의 쇼는 스펙타클(spectacle),

물질성, 과학, 구조 그리고 설명(statement)이라는 5가지

주요 범주 아래, 판매 촉진의 목적보다 실험적이고 전위

적인 형태의 퍼포먼스가 합쳐진 예술성이 부각되는 총

체적 예술의 형태라고 하였다.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 칼 라거펠트(Karl Lager-

feld), 마크 제이콥스(Marc Jacobs), 알렉산더 맥퀸(Ale-

xander McQueen)의 쇼가 이러한 현상의 대표적인 사례

들이다. 이들의 쇼는 <Fig. 5>−<Fig. 7>처럼 큰 무대를

배경으로 오페라, 단편영화 그리고 뮤직비디오 같은 볼

거리를 제공하는데, 이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비된다.

즉 거대자본을 지닌 럭셔리 패션브랜드에 속한 디자이

너들만이 시도할 수 있는 형식의 쇼인 것이다.

또한 럭셔리 패션브랜드의 쇼에는 <Fig 8>에서 알

수 있듯 대중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패션담당언

론인들과 바이어들 그리고 각계의 유명인사가 초대되

고, 이것은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전파된다. 이에 럭셔

리 패션브랜드들의 쇼는 대중의 관심을 얻기 위해 더욱

화려하고 거대해지고 있으며, 이는 이제 예외가 아닌

하나의 규칙으로 자리잡았다(Svendsen, 2004/2013).

Table 2. Exhibition devoted to a single famous desi-

gner and brand

Title Museum
Opening

Year

Christian Dior
Metropolitan

Museum of Art
1997

Giorgio Armani
Solomon R. Guggen-

heim Museum
2000

Chanel
Metropolitan

Museum of Art
2000

The Art and Craft

of Gianni Versace

Victoria & Albert

Museum
2002

Fashion Show:

 Paris Collections

Museum of

Fine Arts, Boston
2006

Alexander McQueen:

Savage Beauty

Metropolitan

Museum of Art
2011

Fashion Narratives
Musée des Arts

Décoratifs
2011

Louis Vuitton Marc Jacobs
Musée des Arts

Décoratifs
2012

Schiaparelli and Prada:

Impossible Conversations

Metropolitan

Museum of Art
2012

Fig. 1. Prada I (2001).

Epicenter, NY.

From Curtis and Watson.

(2007). p. 26.

Fig. 2. Prada II (2001).

Epicenter, NY.

From Curtis and Watson.

(2007). p. 23.

Fig. 3. Prada (2003).

Epicenter, Tokyo.

From Pasols.

(2005/2005). p. 325.

Fig. 4. Louis Vuitton.

Paris.

From Curtis and Watson.

(2007).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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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술가와의 콜라보레이션

콜라보레이션은 사전적으로 협업, 공동 작업의 의미로

써, 최근 럭셔리 패션브랜드에서는 서로 간의 경쟁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시너지를 발휘하는 전략으로 사용

하고 있다(Lee, 2008). 본 연구에서는 다른 사례들과 구

분하기 위해 회화, 사진과 같은 영역의 동시대 작가들의

작품을 제품에 도입한 사례들만을 그 대상으로 하겠다.

2003년 루이비통은 무라카미 다카시(Murakami Ta-

kashi)와의 콜라보레이션 <Fig. 9>를 통해 ‘루이비통의

150년 역사를 다시 썼다’는 호평을 받았다. 루이비통은

1998년 유르겐 텔러(Juergen Teller), 2001년 스테판 스

푸라우저(Stephen Sprouse), 2007년 리처드 프린스(Ri-

chard Prince), 2012년 다니엘 뷔렌(Daniel Buren), 야요

이 쿠사마(Yayoi Kusama) 등의 콜라보레이션에서도 성

공적인 결과를 만들었다. 특히 스테판 한정판 <Fig. 10>

은 예술가 사후에도 높은 판매율을 보이며 지금까지도

새로운 디자인으로 출시되고 있다. 이 외에도 에르메스

(Hermés)는 뷔렌의 사진을 프린트하여 한정판 스카프

시리즈를 선보이고, 프라다는 제임스 진(James Jean)의

페인팅을 프라다의 모든 제품에 사용하였다.

예술가들이 브랜드의 제품을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사

례도 있는데, 샤넬은 20여 명의 현대작가들을 선정하여

샤넬의 상징적인 퀼팅백에서 영감을 받은 <Fig. 11>와 같

은 작품들을 만들게 하였고, 루이비통은 후원하는 예술

가들에게 모노그램을 이용한 <Fig. 12>와 같은 작품을

만들게 하였다.

이와 같이 예술가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브랜드

는 예술성을 공인받게 되고, 참여예술가들은 대중들에

게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되었다.

5. 문화예술재단

루이비통, 프라다, 에르메스는 각각 Fondation Louis

Vuitton por la création, Fondazione PRADA, Foundation

d'entreprise Hermes와 같은 문화예술재단을 운영하며 대

규모 순수예술을 후원한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에 나타

난 새로운 현상만은 아닌데, 폴 푸아레의 시대부터 디

Fig. 5. Galliano

S/S (1997).

From Evans.

(2007). p. 100.

Fig. 6. McQueen

A/W (2011-12).

From Evans.

(2007). p. 101.

Fig. 7. Louis Vuitton

S/S (2012).

From Marie. (2011).

http://www.marieclairvoyant.com

Fig. 8. Chairs in-

a fashion show.

From Evans.

(2007). p. 69.

Fig. 9. Murakami

(2003).

From Pasols.

(2005/2005). p. 492.

Fig. 10. Sprouse

(2001).

From Curtis and Watson.

(2007). p. 350.

Fig. 11. The exhibition:

The inspiration (2008).

From Chanel Mobile Art. (2008).

http://www.chanel-mobileart.com

Fig. 12. Arman

(1998).

From Curtis and Watson.

(2007). p.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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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너들은 문화자본의 확충을 위해 유명예술계 인사

들과 친분을 맺고 그들을 위한 파티를 주관하는 등 예

술의 영역을 후원해왔기 때문이다. 이처럼 패션산업은

자신들의 문화자본에 기여할 수 있는 예술계에 연관되

고자 예술을 후원하고, 나아가 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루이비통은 지난 20년간 다양한 메세나 활동을 진행

해왔다. 베르사유 궁전, 베니스 코레르 박물관, 팔레 루

아얄 정원의 복원사업에서부터 루브르 박물관, 기메 박

물관에 작품 기증, 그리고 반 고흐, 세잔, 고갱, 피카소,

마티스 등 주요 작가의 전시까지 후원하고 있다. 그리

고 2010년부터는 영국을 대표하는 테이트 미술관, 사우

스 런던, 헤이워드, 왕립 미술원, 화이트채플과 파트너

십을 맺고 1m(약 17억원)의 재정을 후원하며, LVYAP

(Louis Vuitton Young Arts Project)를 통해 학생들의 예

술교육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Louis Vuitton Young Arts

Project”, 2010).

또한 프라다는 1993년 신인 예술가들의 활동을 장려

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영리 현대예술재단 Fondazione

PRADA를 밀라노에 설립하여 매해 2회씩 세계적인 현

대예술가들의 작품전시를 주최하고 있다. 이 재단은 사

회기여활동의 일환으로 브랜드를 광고하기 위한 목적

이 아닌 순수하게 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Prada the Evolution of DNA”, 2010). 에르메스 역시

여러 장르의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에르메스 재

단 미술상’을 통해 매해 신진 작가의 전시를 지원하고

프리 에밀 에르메스에서는 디자인 분야의 신진 작가를

지원하고 있다(Kang & Kim, 2012). 특히 에르메스는 세

계 장인들을 소개함으로써 장인정신과 기술의 계승 ·보

존활동을 진행하고, 유물수집 등 문화와 관련된 활동에

지원을 하고 있다.

럭셔리 패션브랜드의 문화예술재단은 비영리경영분

야로서 기업이 별도의 예술 후원 기관을 갖추고 재단활

동을 실행하는 것으로 브랜드나 기업의 홍보와 이미지

상승을 위한 후원과는 목적과 성격이 다르며, 예술과 더

욱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한다(Kim, 2001).

IV. 럭셔리 패션브랜드의

예술 전략 의미 분석

III장에서 럭셔리 패션브랜드들이 패션전시, 패션건

축물, 패션쇼 퍼포먼스, 예술가와의 콜라보레이션, 문화

예술재단을 통해 예술의 영역과 연관시키려는 전략을

구사해왔음을 살펴보았다. 이번 장에서는 럭셔리 패션

브랜드들이 그러한 예술 전략을 통해 얻게 되는 긍정적

인 효과와 그것이 지닌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즉 럭

셔리 패션브랜드에서의 예술의 기능과 예술 전략의 궁

극적인 목적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객관적인

의미 분석을 위해 II장에서 살펴본 이론가들의 담론을

근거로 한 비즈니스적인 상호협조의 입장에 중점을 두

고 분석하겠다.

1. 부정적 이미지 개선

럭셔리 패션브랜드는 유행에 민감하고 끊임없이 변화

를 거듭하는 상업적인 속성으로 인해 자본주의가 조작

한 경박한 미적 현상, 상업주의로 전락한 획일성 그리고

과시적인 저속한 사치품이라는 비난을 종종 받아왔다

(Mendes, 1999/2003). 이미 1899년 유한계급론에서 베블

렌(Tholstein Veblen)이 지적한 것처럼, 패션의 부정적 특

성은 1900년대의 사치스런 의상뿐 아니라 20세기 브랜

드 로고로 장식한 ‘날 좀 보세요’의 과시적 의상에도 적

용되었다(Mendes, 1999/2003). 이에 럭셔리 패션브랜드

는 부정적 인식의 개선을 위한 이미지 변신과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시장확대가 필요하였고, 그

수단으로써 예술적 아이덴티티를 얻고자 하였다.

그 예로, Troy(2003)는 패션이 패션인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 않을수록, 패션의 본질인 상업적 특성이 보이지

않으면 않을수록 패션의 가치가 올라가는데, 럭셔리 패

션브랜드는 패션의 속물근성과 반대되는 예술 본연의

순수함을 통해 상업성을 불 명료화시켰다고 하였다. Sv-

endsen(2004/2013)은 패션이 위치한 자본과 예술 사이

의 공간은 금융자본의 의도를 감추는 전략이자 문화적

혜택을 톡톡히 볼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하였다.

또한 Arnold(2000)는 럭셔리 패션브랜드의 꼬리표와 같

은 사치, 낭비 등의 사회미덕을 위협하는 부정적 의미

의 럭셔리(luxury)가 예술을 통해 돈에 흥미가 없는 것처

럼 보이고, 화려한 장식을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는 ‘줄

어든 럭셔리’ 혹은 ‘뚜렷하지 않은 소비’로 새롭게 정의

되었다고 하였다. 이처럼 예술이 지닌 특정한 힘, 이를

테면 아무리 평범한 대상이라도 고상한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그 힘(Svendsen, 2004/2013)은 패션을 문화적 흥

미로 느끼게 할 수 있다.

2. 홍보마케팅

럭셔리 패션브랜드는 유명미술관에서 전시를 하고,

– 197 –



62 한국의류학회지 Vol. 38 No. 2, 2014

성(性)이나 죽음에 관련된 아방가르드 미학적 요소의 패

션쇼를 선보이고, 의도적으로 논란이 있는 예술가와 콜

라보레이션을 하는 등 매체로부터 충격적인 반응들을 불

러일으켜왔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은 대중들을 위한 판

매의 전략인 듯 보인다(Svendsen, 2004/2013). 이는 곧 매

출의 성과를 올리는 홍보의 효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많은 패션브랜드들은 예술과 같은 아방

가르드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다. 이에 대해 Crane(2012)

은 매체에서 엄청난 이목을 끄는 아방가르드한 사건이

패션의 매출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고, 사회학자 Fin-

kelstein(1996)은 패션에서 보여주는 센세이셔널하고 충

격적인 정치적 비상이야말로 패션산업의 전략이라 하였

다. 또한, Ryan(2012)은 럭셔리 패션브랜드들이 의도적

으로 논란이 있는 예술가와 콜라보레이션을 함으로써

예술가의 과시적 명성을 얻고 미디어의 흥미를 지탱한

다고 하였다. 그는 예로 프라다와 스타건축가 렘 쿨하스

(Rem Koolhaas)의 관계를 설명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프

라다가 브랜드의 특정한 이미지를 전달하고 대중의 관

심을 끌어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고자 논란이 있는 건

축가와 협업하는 등 예술가의 페르소나 마케팅(persona

marketing)을 의도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브랜드를 부각시키고 이어 소비자의 욕구를

자극시킨다는 점에서 홍보의 효과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3. 신뢰성 제공

예술가와 공예가를 비교하며 패션디자이너와 예술가

의 차이점을 분석한 Becker(1982)는 패션디자이너는 고

객들의 주문에 맞춰 유용하지만 유일하지 않은 오브제

를 만들고 본질적으로 상업성과 실용성을 기반으로 하

므로 공예가와 유사하고 예술가와 다르다고 하였다.

하지만, 최근 럭셔리 패션브랜드는 한정판 제품출시,

오뛰쿠튀르 컬렉션 등을 통해 대량생산되어 왔던 패션

제품에 예술 작품과 같은 희소가치와 고급스러움을 부

여한다. 예술의 가치가 전염효과를 통해 제품이나 브랜

드로 전이되고, 이것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상품에 대한

신뢰감을 제공하여 제품을 소비하는 것을 넘어 소장하

고 수집하는 행위로 유도한다. 한정판 제품은 단순한

일상의 소비재 혹은 일회성 지출이 아닌 소장가치의 예

술품으로써, 나아가 패션의 본질인 일시성을 예술에서

의 영원성으로 변화시킨다.

또한 럭셔리 패션브랜드들은 의도적으로 대중에게

잘 알려진 예술 작품이나 유명예술가와 협업을 시도하

는데, 이에 대해 Velters(2007)는 디자이너들이 그들의

작품에 신뢰감을 주기 위해 친숙한 예술 작품의 이미지

를 패션상품에 적절히 사용한다고 하였다. 한정판과 같

은 희소성의 예술의 개념, 친숙한 예술가와의 협동은

브랜드에 대한 신뢰감을 제공하여 목표시장과 고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뿐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 상대적

으로 적은 비용으로 예술품을 소유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4. 차별화

럭셔리 패션브랜드들은 계속되는 적자를 감당하기

위한 대책으로 많은 품목을 개발하고 고객층의 확대를

이끌어 냄으로써 수익을 증대시켰지만, 늘어난 고객층

을 상대로 하는 마케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수 ·합

병(M&A)의 경영방법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럭

셔리 패션브랜드들은 획일적인 경향을 띄게 되었고, 이

는 치열한 패션시장에서 자신들만의 고유한 명성을 유

지하기 위해 ‘일회성 지출’이 아닌 ‘브랜드 차별화를 위

한 투자’로써 예술의 영역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이

를 통해 타 브랜드와의 차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시도

를 요구하였다.

이것은 문화 ·예술에 관한 지식이나 선호도의 아비

투스(habitus) 구별을 통해 개인의 신분을 분류할 수 있

다는 부르디외의 ‘구별짓기’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Bourdieu, 1984/2005). 즉 럭셔리 패션브랜드가 예

술이라는 고귀한 취향을 브랜드에 적용시킴으로써 타

브랜드와의 구별을 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현대사회에서 높은 수준의 문화와 고급취향을 소비하

는 사람이 중요하고 가치있는 사람으로 그렇지 못한 사

람과 구별되는데, 럭셔리 패션브랜드들은 이를 차별화

의 전략으로 활용하여 브랜드에 예술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이렇듯 미술관에서 패션전시를 하고, 판매 목적

의 패션쇼와 상점을 문화의 개념으로 변화시키고, 대량

생산이 아닌 한정판의 고가로 제품을 출시하는 것은 타

인과 자신을 구별하기 위해 여느 사람이 손에 넣기 힘

든 상품을 구매하고 감히 하기 힘든 취미생활을 누리는

현대사회의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한 럭셔리 패션브랜

드의 전략이라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럭셔리 패션브랜드의 예술 전략은 브랜드

가 지닌 문화자본의 힘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임과 동시

에 금융자본의 의도를 감추기 위한 것이며, 이는 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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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금융자본의 증가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Svendsen, 2004/2013).

V. 요약 및 결론
 

오랜 기간 동안 예술 비평가들과 패션저자들에 의해

논의되어온 패션과 예술의 관계는 최근 럭셔리 패션브

랜드의 예술화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럭셔

리 패션브랜드는 오늘날 패션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패션과 예술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요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

술화된 럭셔리 패션브랜드의 사례들을 정리하고, 그 내

포된 의미들을 분석하여 럭셔리 패션브랜드의 예술 전

략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패션과 예술의 관계는 일시적인 현상이나 유행 같은

최신 경향의 문제가 아닌 지속된 현상으로써 맥락적 이

해를 필요로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패션과 예술의 역사

적 관계와 이론가들의 담론을 이론적 기반으로 하여 럭

셔리 패션브랜드의 예술 전략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럭

셔리 패션브랜드의 예술 전략은 패션전시, 패션건축물,

패션쇼 퍼포먼스, 예술가와의 콜라보레이션, 문화예술

재단의 유형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사례들은 단순한 패

션의 미적 현상이라기보다는 부정적 이미지 개선, 홍보

마케팅, 신뢰성 제공, 차별화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부정적 이미지 개선은 변화에 민감하고 사치, 낭비와

같은 속물근성의 럭셔리 패션브랜드가 패션의 영역이

아닌 예술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본질적인 상업성을 불

명료화하고 순수성을 지니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줄어든 럭셔리’ 혹은 ‘뚜렷하지 않는 소비’ 등의 20세

기 새로운 럭셔리의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홍보마

케팅은 논쟁의 중심이 되는 패션과 예술의 관계가 매체

를 통해 드러남으로써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되는 것인데,

이는 홍보효과 및 매출의 성과를 높이는데 도움을 준

다. 패션의 아방가르드한 사건은 제품을 부각시켜 소비

자의 욕구를 자극시키기 때문이다. 신뢰성 제공은 주로

한정판 판매, 유명예술작품과의 콜라보레이션에서 나

타난다. 대량생산이 아닌 유일성과 같은 예술의 고급스

러움이 제품에 전이되고, 예술작품의 명성이 제품에 새

로운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은 제품에 대해 신

뢰를 갖게 되는 것이다. 차별화는 부르디외의 ‘구별짓

기’와 같은 맥락으로 소비자들로 하여금 럭셔리 패션브

랜드에서의 경험이 타인과 차별화될 수 있는 예술 같은

고급취향임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가령, 한정판의 고

가제품출시는 타인과 구별을 꾀하는 현대소비자의 심리

를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럭셔리 패션브랜드에서 예술은 브랜드의

가치를 위한 투자의 기능으로써 금융 자본의 의도를 감

추고, 홍보의 효과를 주는 등 브랜드의 수입을 배가시

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Svendsen, 2004/2013).

예술의 장르가 패션에 영향을 끼치고 예술이 패션에 종

종 종속되기도 하지만, 그 관계를 분석함에 있어 패션

과 예술의 관계의 맥락적 이해와 각 장르의 본질적 이

해가 전제된다면 새로운 시각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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