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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is study examined the image identity of the Celine fashion house, which went through a 
successful re-branding using its tradition and succession, a process that was heavily influenced by 
their new designer, Phoebe Phil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o encourage the use of the fashion house in a 
domestic fashion market. Second, to increase awareness about image identity. Third, to provide 
suggestions of maintaining sustainable brand by examining a fashion house, which does not follow 
fast-changing fashion trends but rather leads and creates fashion styles.

The study extract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eline fashion house by analyzing data, which 
were collected from fashion literature, its designs, and its marketing. From the data, the study 
found ways that a brand could use to develop continually. 

Phoebe Philo re-branded the Celine by using minimalism to redesign its logo and create a new 
brand image. Her method included the use of diverse and vivid colors via color-blocking, a fea-
ture of modern minimalism. This is a modern minimalism, which differentiates itself from others 
with the elaborate tailoring and delicate detailing effectively. The modern minimalism like this 
has, caused the new mood beyond the flow of certain art trends and led the revolution, not the 
advent, of the minimalism in the 1990s.

This study believes that the aspect of the fashion-house following and succeeding the tradition 
is not just in the fashion house. This study should be seen as a significant step forward at a time 
when we desperately need the continuation of the unique brand recognized as fashion house in 
the long-term domes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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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패션은 빠르게 변화하는 패션계의 순환 속에서 부

상했다가도 이내 사라지기도 하고 과거에는 하위패

션으로 치부되었던 것들이 트렌드(trend)의 중심에

서기도 하는 등 급진적이고 다변적인 특성이 있다.

패션하우스로 불리 우는 전통 있는 명품 브랜드들은

이러한 짧은 패션의 주기에도 흔들림 없이 브랜드

본연의 디자인 철학과 아이덴티티(identity)를 가지고

패션 트렌드를 그에 맞게 적절히 반영하여 브랜드의

미적 특성과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패션하우스는 오뜨 꾸띄르(haute couture)를 처음

선보인 파리를 중심으로, 각 브랜드의 전통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창립자의 디자인에서 시작하여 새로운

디자이너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creative director)

혹은 수석 디자이너로 영입하면서 디자이너가 추구

하는 스타일을 재해석하고 새로이 창조해나가고 있

다. 하우스 아카이브(archive)에 기록된 창립자의 디

자인 철학과 아이덴티티를 패션 트렌드에 맞게 적절

히 계승하고 발전시키고자하는 오늘날 패션하우스는

새로운 디자이너에 의해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혁신

을 꾀하기도 하고 구태의연한 이미지로 몰락해 가는

패션하우스를 부활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션하우스의 전통성과 계

승에 근거하여 새로운 디자이너에 의해 성공적으로

리 브랜딩(re-branding) 된 패션하우스의 이미지 아

이덴티티에 대해 연구 해보았다.

패션하우스와 관련된 연구에는 디올(Dior), 발렌시

아가(Balenciaga), 입생로랑(YSL), 랑방(Lanvin)등

이 있었지만 기존연구에는 리 브랜딩 된 이후 최근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셀린(Celine) 패션

하우스의 연구 사례가 전무하기에 피비 필로(Phoebe

Philo)에 의한 셀린 패션하우스를 선정하였다.

셀린이 리 브랜딩 된 시기에 전체적인 트렌드 및

경향을 조사하기 위해 2000년 S/S부터 2009년 F/W

까지 기간을 잡고 2000년 이후 패션트렌드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동시대에 공존하는 패션

트렌드의 전체적인 경향은 클래식, 스포티, 엘레강스,

에스닉, 내츄럴, 로맨틱, 빈티지, 퓨처리즘의 8가지

그룹으로 도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Ryu,

2010). 또한 2009년 패션에서는 “넓고 각진 어깨가

강조된 테일러드 재킷, 부풀린 머리 등 패션사에서

가장 요란했던 아이콘으로 꼽혔던 1980년대 열풍이

이어져, 많은 디자이너들이 80년대에서 영향을 받은

스타일을 선보이게 된다” (Kim, 2010, p. 73).

본 연구에서 피비 필로에 의한 셀린 패션하우스를

선정한 이유는 그녀의 Collection발표 이후 패션계의

무드가 미니멀리즘으로 바뀌었는데 시대를 풍미했던

트렌드를 바꾼 자체가 패션계의 큰 지각변동이었으

나 아직까지 이를 연구한 사례의 부재로 그 연구의

필요성과 학술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

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급변하는 패션계의 상황에 끌려

가거나 도태되지 않고 오히려 패션의 흐름을 주도하

고 스타일을 창조해나가는 패션하우스의 연구를 통

해 국내 패션마켓에의 활용을 도모하고 아이덴티티

에 대한 인식과 앞으로 지속 가능한 브랜드를 이끌

어나가기 위해 힘을 쏟고자 함에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내용 및 방법으로는 패션과 디자인, 패

션하우스, 마케팅관련 문헌고찰을 통한 실증적 자료

를 바탕으로 셀린 패션하우스의 연보를 정립하고, 패

션전문사이트인 www.style.com, www.firstviewkorea.

com에서 Collection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를 바탕으

로 셀린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피비 필로가 발

표한 첫 2010 S/S Collection부터 2015 S/S Collection

까지 조사 분석하여 특징을 도출하였다. 리 브랜딩

된 셀린의 이미지 아이덴티티로서 로고를 통한 동시

대적인 상징성과 모던한 미니멀리즘으로 나누어 분

석하였고, 미니멀리즘의 관점에서 60년대, 90년대 미

니멀리즘과는 다르게 새롭게 제시되는 실루엣, 소재,

컬러, 디테일의 사용을 중점적으로 분석해보았다. 그

리고 나아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브랜드 고

Key words: Celine(셀린), fashion house(패션 하우스), identity(정체성), image(이미지),
minimalism(미니멀리즘), re-branding(리 브랜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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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연구와 브랜드를 지속적으

로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를 모색해보았다.

Ⅱ. 이론적 배경
 1. 셀린 패션하우스의 연보
셀린 브랜드는 1945년 비피아나(Celine Vipiana)

부부가 파리의 말트가(Rue de Malte)에서 그들의 이

름을 내건 셀린 아동용 신발매장을 열면서 시작되었

다. 이들 부부에 의해 손수 제작된 품질 좋은 아동용

구두가 점차 인정을 받고 인기를 얻게 되자 이들은

사업을 확장하여 여성용 구두 제작에까지 손을 뻗쳤

다. 특히 1959년에 선보인 신발의 코앞에 재갈

(horse-bit) 모양의 금속 장식을 단 굽이 낮은 <Fig.

1> 잉카 로퍼(Inca Loafer)는 잉카의 신발에서 영향

을 받아 디자인 한 것인데 이것이 큰 인기를 불러

모으면서 셀린의 대표적인 아이템으로 떠오르게 되

었으며 셀린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로 만들

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셀린은 말 재갈모양의 팔찌

를 제작하여 기존의 여성용 구두와 쌍을 이루어 통

일감을 주는 등 말 재갈 모양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각 아이템의 디자인에 장식, 응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1963년부터 셀린 브랜드는 피혁 제품의 액세서리를

제작하기 시작했고, 1966년에는 가죽으로 된 가방을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구두, 핸드백, 액세서리 분야에

이르기까지 사업을 확장시켜 나갔다 <Fig. 2>. 1967

년에는 꾸띄르 디자인 스튜디오를 설립하였고 2년

후인 1969년에 셀린 여성 기성복 컬렉션을 출시하게

되었다(Lee, 2004).

1971년 파리의 개선문을 둘러싸고 있는 에뚜왈

(Etoile) 광장의 체인모양에서 영감을 얻어 브랜드

이니셜의 대문자와 결합해 ‘C-블라종(C-Blason)’로고

를 만들고, 개선문 자체의 문양을 조합한 블라종 로

고까지 셀린의 상징을 완성했다(Celine, n.d.) <Fig. 3>.

1987년부터 셀린은 현 LVMH사의 회장 베르나르

아르노가 이끄는 휘낭시에르 아가슈가 회사를 경영

하게 되면서 이미지 쇄신의 초석을 마련하게 된다.

그리고 1997년, 수석 디자이너로 마이클 코어스

(Michael Kors)가 임명되면서 셀린은 다시 태어난다.

파리의 명품하우스 셀린은 마이클 코어스에 의해 미

국적인 실용주의를 가미한 고급스러운 스타일로 이

미지 쇄신을 꾀하게 되었다 (Brand history-Celine,

n.d.).

2. 셀린 패션하우스의 리 브랜딩(Re- 
Branding)
1969년 기성복 라인을 출시한 이래 1997년을 시작

으로 2004년 F/W Collection까지 셀린은 마이클 코

어스(Michael Kors) 디자이너에 의해 셀린의 여성상

이 만들어졌다. 그의 사임 이후 로베르토 메니체티

(Roberto Menichetti)가 이끌었으나 그 전의 명성을

이어가지는 못했고, 2005년 S/S Collection부터 2006

년 S/S Collection을 끝으로 디자인을 마감했다. 2006

<Fig. 1>

Inca Loafer

(laperle-global.com, n.d.)

<Fig. 2>

Canvas Logo Bag

(overstock.com, n.d.)

<Fig. 3>

C-Blason Logo Bag

(bayareabags.com,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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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F/W Collection부터는 이바나 오마직(Ivana Omazic)

이 수장이 되어 셀린 하우스를 맡았지만 고전을 면치

못하였고 점점 쇠퇴한 브랜드로 자리잡아갔다. 2008

F/W Collection후 스타일 닷컴(www.style.com) 컬

렉션 리뷰에서 패션 칼럼리스트 사라무어(Sarah Mower)

는 본연 정체성의 부재를 꼬집으며 셀린은 마이너 리

그 브랜드 중 하나라며 혹평하였고, 디자이너는 실패

를 이끈 디자이너로 오명을 입었으며 셀린 역시 전

락한 브랜드가 되어갔다.

그 시기에 끌로에(Chloe)의 디자인업적으로 명성

이 자자했던 피비 필로가 2008년 10월 셀린의 크리

에이티브 디렉터로 부임하였고, 2010년 S/S Resort

Collection을 시작으로 새로운 무드를 제시하며 셀린

패션 하우스를 가장 영향력 있는 브랜드로 도약하게

만들었으며 현재까지도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다.

<Table 1>

3. 피비 필로(Phoebe Philo)에 의한 셀린의
이미지 아이덴티티

1973년 프랑스 태생의 영국인인 피비 필로는 1996

년 Central Saint Martin을 졸업하고, 1997년부터 끌

로에의 스텔라 맥카트니(Stella McCartney)의 어시

스턴트(assistant) 디자이너로 커리어를 시작한다. 2001

년부터 2006년 1월까지 끌로에의 크리에이티브 디렉

터로 활동했으며, 출산과 육아문제로 돌연 패션계를

떠났다가 2008년 셀린으로 부임하며 2010년 S/S

Collection을 통해 피비 필로에 의한 셀린 스타일을

선보이면서 패션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2000년대의 패션은 80년대의 록 무드(rock mood)

와 같은 강렬하고 강인한 이미지의 옷들이 지배적이

었다. 2009년 패션에서는 1980년대 열풍이 이어져,

많은 디자이너들이 80년대에서 영향을 받은 스타일

을 선보이게 된다. 크리스토프 데카르넹(Christophe

Decarnin)에 의해 2009 F/W Balmain Collection에서

선보인 어깨가 높이 솟아 오른 패드를 넣은 파워풀

한 재킷이 대세로 떠올랐고 그 자체가 쉬크(chic)하

고 엣지(edge)있는 산물로 여겨졌다. 글래디에이터

(gladiator)슈즈 같은 액세서리도 그 무드에 힘을 보

탰고 당분간은 도무지 바뀔 것 같지 않은 이 무드의

지속은 이를 뛰어넘을 강력한 무드의 부재에도 기인

하였다. 하지만 피비필로가 2008년 10월 부임 후

2010 S/S Resort Collection을 통해 처음으로 선보인

셀린의 의상 및 액세서리들로 새로운 무드 탄생의

서막을 알렸고, 피비 필로가 보여줬던 모던하고 세련

된 여성상의 모습은 현대 여성들이 원는 옷이 무엇

인지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그 모습을 여과 없이 보

여 주었다. 스타일 닷컴(www.style.com) 컬렉션 리

뷰에서 패션 칼럼리스트 니콜 펠프스(Nicole Phelps)

는 더 정교하고 잘 차려입은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옷이라며 컬렉션을 평했다.

Ⅲ. 리 브랜딩 된 셀린의
이미지 아이덴티티

브랜드 아이덴티티(brand identity)는 “소비자들이

Year Annal of Celine fashion house

1945 Launch of Celine children‘s footwear store

1963 Launch of producing leather goods accessory

1967 Establishment of couture design studio

1969 Ready-to-wear line to start

1997-2004 Celine by designer Michael Kors

2004-2005 Celine by designer Roberto Menichetti

2006-2008 Celine by designer Ivana Omazic

2008-2015 Present Celine by designer Phoebe Philo

<Table 1> Annal of Celine Fashion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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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의미 체계인 브랜드와 ‘동질

성, 일치성, 통일성, 정체성, 주체성’등을 의미하는 아

이덴티티가 결합된 형태의 용어이다”(Jung ＆ Ko,

2009, p. 129).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브랜드 네임,

심벌, 개성, 이미지, 바람직한 연상 등과 같이 브랜드

에 대한 소비자 지각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혼합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Son, 2003, p.

191).

피비 필로에 의한 셀린의 이미지 아이덴티티를

2010 S/S Collection부터 2015 S/S Collection까지의

룩(look)을 조사, 분석해 본 결과 크게 동시대적인

상징성과 모던한 미니멀리즘으로 나눌 수 있었다.

1. 동시대적인 상징성
브랜드 정체성의 시각적 표현 요소인 로고는 브랜

드 이미지 측면에서 심미적으로 다듬어 나가면서 새

로운 이미지와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게 되며 브랜드

의 상징인 동시에 영속성을 가진다.

브랜드 이미지는 1950년대 중반에 제품 이미지와

함께 마케팅 분야에 도입되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

할 때 고려하는 제품의 물리적 특성, 속성과 기능뿐

만 아니라 제품과 관련된 의미 등의 심리적 특성에

영향을 설명해주고 있어서 제품 이미지와 브랜드 이

미지는 마케팅 분야에서는 동등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브랜드 이미지는 소비자들의 구매행동을 유도

하며 상품을 선정하는 판단 기준(Chang ＆ Choi,

2010) 이 되므로 기존 이미지의 재고 및 새로운 이

미지를 생성하여 일관되면서도 진일보한 이미지의

구축이 필요하다.

보여 지는 브랜드의 시각적 아이덴티티는 “하나의

브랜드를 시각적으로 차별화 하는 데에 사용한다. 이

것은 기업 이념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주는 프로그램

즉 브랜드 시각 아이덴티티 통합을 말한다. 기업 시

각 아이덴티티는 크게 기업의 이름과 심벌마크 두

개로 나누어지고 이 두 요소가 시각 아이덴티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업은 이름만 갖고도 타

기업과 구별할 수 있으나, 언어 외에도 시각적으로

기업의 이미지를 인지시키기 위해 그래픽 디자인 시

스템을 필요로 한다. 더군다나, 기업이 이름만 갖고

기업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기업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시각 아이덴티티의 역할이 특히 더 중요하다. 브랜드

시각 아이덴티티는 동일한 브랜드일지라도 차별화를

통해 그 브랜드의 특성이 외부로 나타나게 함으로써

브랜드의 가치를 한층 더 높여준다. 따라서 브랜드

시각 아이덴티티는 차별된 디자인과 단계적인 전략,

효율적인 활용 등으로 소비자의 마음에 들도록 디자

인하고 일관성 있게 관리를 체계화해야 좋은 이미지

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Han, 2000, p. 10).

로고타입은 기업의 이미지를 알리고 제품의 정보

를 직·간접적으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며 브랜드 파

워를 구축할 수 있는 브랜드 이미지의 핵심이다. 이

는 제품의 시각적 표현요소로 타사 상품의 시각적

차별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로고타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독특하고 시

각적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합리적인 의미전달을 할

수 있는 로고타입을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독창성, 상

징성, 조형성, 가독성, 적응성과 같은 특성들이 갖추

어져야 한다(Ha, 2010). 로고는 상징 및 문자의 이미

지 표현이고 로고 자체로도 장식적인 기능을 하게

되며 이는 필요에 의한 소비를 넘어 로고자체를 소

유하고픈 또 다른 심리에 의한 소비를 낳기도 한다.

1960년대 셀린의 상징이었던 <Fig. 4> ‘아메리칸 슐

키(American Sulky)’는 1인용 이륜마차를 끌고 달리

는 말을 모티브로 하였고, 1966년 승마에 남다른 애

정을 가진 남편 비피아나에 의해 고안된 셀린의 최

초의 로고이다.

이 로고는 승마를 좋아했던 마담 세린느의 남편

비피아나가 골동품 가게의 책에서 발견한 것이다. 아

메리칸 슐키는 19세기 미국 판화 이미지를 차용한

것에서 아메리칸(American)과 말 한 필이 끄는 1인

승 이륜마차를 뜻하는 슐키(Sulky)의 합성어다. 말과

마차 도안은 새들(saddle) 마감을 상징했고, 60년대

구두, 가방 등 가죽 제품을 주로 생산하던 셀린이 구

현하는 세계를 충실히 반영했다. 1971년에는 셀린 하

우스 창시자 이름의 첫 글자와 아메리칸 슐키 로고

를 결합한 C 슐키 모노그램이 제작되었다. 여행 가방

에 처음 사용된 C 슐키 모노그램은 이후 레디 투 웨



服飾 第65卷 3號

- 96 -

어(ready-to-wear)에도 사용되며 셀린의 캐주얼 시

크 스타일을 완성시켰다(Nam, n.d.).

서양에서는 승마가 귀족스포츠로 발달해 있으며

말은 고급스러움과 클래식을 상징한다. 가죽을 만들

기 시작한 명품하우스에서 말을 로고로 사용하여 고

급스러운 브랜드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었다.

1971년 탄생된 ‘C-블라종(C-Blason)'은 파리의 개

선문을 둘러싸고 있는 에뚜왈 광장의 체인모양에서

영감을 얻어 탄생했다. 블라종 로고가 프린트된 에뚜

왈 블라우스가 큰 인기를 끌면서 다양한 블라종 장

식 아이템이 출시되었으며 로고이자 장식의 디테일

로 작용하면서 그 자체가 브랜드 상징이 되었다.

<Table 2>

2008년 셀린은 피터마일(Peter Mile)에 의해 지금

의 서체를 완성했는데 그것은 Semplicita(1931)서체

에 기반하며 E에 악상 테귀(Accent aigu)를 찍고 세

미볼드(Semibold)체로 시각적 수정을 하였다.

피비 필로는 이상과 같이 새로운 브랜드 정체성을

Symbolism of Celine

Logo <Fig. 4>

American Sulky

1966, American

Sulky

(Sbsgolf.com,

n.d-a)

<Fig. 5.>

C-Blason

1971, C-Blason

(Sbsgolf.com, n.d-b)

<Fig. 6>

Celine Logo

by Peter Miles

2008, Celine Logo

(Celine.com, n.d.)

Symbol

<Fig. 7>

Celine Catalogue

(Sbsgolf.com, n.d-c)

American Sulky is the

first logo of Celine

which is designed by

Celine Vipiana who has

affection for

horse–riding.

Horse symbolizes classic

and luxurious.

<Fig. 8>

Etoile Square

(Sbsgolf.com, n.d-d)

C-Blason get inspiration in Etoile

square’s chain shape near Arc De

Triomphe.

C-Blason work as logo and

decoration’s detail with launching

C-Blason decoration items.

C-Blason itself become a symbol

of brand.

Celine refine logo design for new

brand identity.

It bring modern and contemporary

change.

It contain Celine’s design world which

modern and minimum.

<Fig. 9>

Celine Font

(Bradely, L., 2014 July 27)

<Table 2> Symbolism of C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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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셀린 로고 디자인을 정제하였고, 기본 서체에

글자사이의 자간의 조정 및 모음에 악상 테귀를 찍

었는데 이는 현대적이고 동시대적인 로고의 변화를

가져왔고 모던하고 미니멀하며 지금 셀린이 추구하

는 디자인 세계와 동일한 상징성을 가진다.

로고는 글자나 기호로 보여 지는 것 이상의 강력

한 잠재적인 힘을 내포하며, 로고를 통해 상품의 본

질이라 할 수 있는 물리적이고 기능적 가치를 넘어

비 기능적인 상징적 가치 및 차별화된 이미지를 갖

고 있기에 이미지 아이덴티티의 구축에 있어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 로고를 통해 지속적이고도 동시대

적인 상징성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디자인 및 브랜

드의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모던한 미니멀리즘
미니멀리즘이라는 용어는 “1960년대 중반 평론가

인 바바라 로즈(Babara Rose)의 ‘Art in America’에

실린 논문에서 최소로 단순화된 미술을 미니멈이라

고 지칭한데서 최초로 등장했고, 1960년대 말에 이르

러서는 이미 ‘미니멀리즘’이 널리 통용되었다”(Rose-

mary Lambert ＆ Lee, 1998, p. 101). 단순함을 추

구하는 문학 및 예술사조인 미니멀리즘(minimalism)

은 패션계에서는 군더더기가 없는 깔끔한 간결함의

미학을 말한다. 건축가 미스 반 데르 로에(Ludwig

Miles Van der Rohe)의 ‘Less is more’ 더 적은 것이

더 많은 것이라는 말이 의미하는바와 같이 미니멀리

즘에 있어서 덜하기의 의미는 양적인 축소의 의미만

이 아니라 가장 기본이 되는 최소한의 요소로 최대

치의 디자인 정수를 찍어내는 것과 같은 고도의 기

술을 요하는 것을 의미한다. 더하는 것보다 빼는 것

이 얼마나 더 정교함을 요하는지를 잘 테일러링

(tailoring)된 옷에서 알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1939-1945) 이후에 예술의 중심지

는 전승국인 미국, 뉴욕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1960년

대에 미니멀리즘이 출현하게 되었다. 1940년대 나타

난 추상표현주의는 1950년대 절정에 달하게 되었는

데 추상표현주의에 대항하여 일어난 예술운동이 바

로 미니멀아트이다. 정치사회적으로는 미국의 기계화,

산업화 및 대량생산과 기존제도하의 의식과 감성의

허구를 폭로하고 거부하면서, 비인간화를 주도하는

요소들에 반항하며 나타났다. 미니멀리즘은 단순함과

간결함을 추구하는 예술과 문화적인 흐름이라 할 수

있고, 작가의 최소한의 개입이라는 개념 아래 전개된

미술 사조로서 형태와 색의 사용에 있어 극단적인

절제를 표명하고 있다(Lee, 2010; Lee ＆ Byun,

1996; Minimalism, n.d.).

1964년 영국의 메리 퀀트의 미니스타일이 성공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미니의 열풍이 부는데, 이는 의

복의 사이즈를 극단으로 최소화하려는 미니멀리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패션에서의 미니멀리즘은 디자

인 자체를 단순화 하거나, 옷의 사이즈를 극단적으로

작게 하거나, 색을 최소화하는 등으로 나타난다(Ju,

1997).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의 경향은 1960년대 이후

부터 진행되어 오다가 90년대 패션에 뚜렷한 양상

을 보이게 되고, 1990년대 미니멀리즘은 모더니즘적

인 디자인으로 절제되고 세련된 미를 추구하였다.

또한 1990년대에는 이전 시기의 어깨가 과장된 빅

룩의 트렌드에서 벗어나 남성복의 테일러링 요소가

여성복에 가미되었으며, 스타일이나 컬러 사용에 있

어 단순하고도 절제된 표현의 디자인이 유행하였다.

미니멀리즘 패션을 선동하였던 디자이너들로는 질

샌더(Jil Sander), 캘빈 클라인(Calvin Klein), 헬무

트 랭(Helmut Lang), 도나 카란(Donna Karan) 등

이 있었고, 질 샌더는 단순하고 구축적인 디자인으

로 미니멀리즘 패션의 계보를 이어나갔다(Kim,

n.d.).

셀린은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며 피비 필로식 컬러

블로킹(color blocking)을 선보이는데 이는 60년대의

팝 아트(pop-art)와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으며, 90

년대 미니멀리즘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모던한 무드와 함께 간결하게 다듬어진 절제된 미

니멀리즘은 동시대적이다. 이는 1990년대의 단순한

미니멀리즘이 아니라 최소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정교한 테일러링과 섬세한 디테일로 차별화되

는 모던한 미니멀리즘이다. 셀린은 피비 필로가 발

표한 첫 2010 S/S Resort Collection을 시작으로 시

즌별 Collection을 거듭하며 미니멀리즘의 연장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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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셀린의 여성상을 제시하고 구축해 나가고 있으

며, 이를 유형별로 실루엣, 소재, 컬러, 디테일로 세

분화하여 분석해보았다. <Table 3>

1) 실루엣

1960, 90년대 미니멀리즘이 옷의 사이즈를 최소화

하는 등 절제하는 방식으로 형태감을 보였다면 2010

년대 피비필로가 보여준 셀린의 미니멀리즘은 공기

를 머금은 듯 넉넉한 형태감이 특징적이다. 상의의

풍성함이 하의로 연결되는 형태를 보이며 이로 인해

전체적으로 여유로운 실루엣을 형성하고 있다. 넉넉

한 실루엣으로 디자인적인 선의 위치가 변하게 되었

고 내려간 어깨선을 선보이며 덩달아 소매통의 여유

를 가져다주었다. 풍성한 형태감을 바탕으로 한 유연

한 실루엣은 단단하게 합포하거나 위빙(Weaving)

하는 방식을 통한 직조된 소재의 사용으로 구조적인

형태감을 보이기도 한다. 하의에 있어서는 발목이 들

어난 폭이 좁은 바지의 등장을 보였고 이는 몇 시즌

계속 이어진 스키니 팬츠의 소멸을 가져왔다. 시즌이

지속되며 바지통은 점차 커지고 길이는 점차 짧아진

형태를 보이고 있다.

실루엣의 변화와 더불어 레이어링하는 착장의 방식

으로 새로움을 가미하였는데 2010 S/S Collection에서

는 긴 상의에 하의를 덧입어 하의에 상의자락이 보이

는 방식으로 선보였고, 이는 후에 2012 S/S Collection

에서 선보인 착장처럼 앞 상의는 넣고 뒤 상의는 뒤

로 빼내어 뒷자락이 날리듯 연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스타일링의 변화를 가져왔다. 2011 F/W Collection에

서 보이듯 짧은 상의에 긴 Vest을 덧입는 방식으로

레이어링 및 기장감의 변화를 주기도 하였다.

2) 소재

소재는 유광, 무광의 혼합, 원단과 가죽의 매칭 및

합포, 가죽과 쉬폰(chiffon)의 사용, 원단과 퍼(fur)

매칭 등을 통해 이질감 있는 소재를 분할적으로 사

용하여 소재 및 컬러블로킹효과를 보여준다. 같은 컬

러 톤(color tone)도 유·무광의 광택감의 차이를 주어

미묘한 시각적 효과를 통해 소재를 더욱 풍부하고

깊이 있게 사용하였고, 같거나 다른 원단을 서로 포

개어 합포하는 방식을 이용한 단단하고 구축적인 본

딩 소재의 사용은 구조적인 실루엣과 디자인을 가능

하게 하였다. 2010 S/S Collection에서는 광택감의 차

이를 이용한 소재의 사용뿐만이 아니라 원단과 가죽

을 같이 사용하면서 이질적인 소재의 차이에서 오는

블로킹 효과를 가져왔고, 2010 F/W Collection에는

울 펠트와 레이스 및 가죽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가

죽 합포를 통해 소재는 견고해지고 이로 인해 넉넉

한 형태감은 더욱 부각되게 되었다. 2011 Pre-Fall

Collection에서 보인 조직감이 가미된 클래식한 소재

는 미묘한 컬러와 톤의 변화를 주고 부분적으로 단

색의 사용을 더했으며 부드러운 광택을 가진 울 실

크 소재, 소품으로 사용한 Fur의 스타일링과 만나 자

칫 고루한 이미지로 보일 수 있는 조직감 있는 소재

를 이용하여 전체적으로 클래식과 미니멀의 접점을

한 단계 올렸다고 할 수 있겠다. 2011 F/W Collec-

tion에서 보이듯 쉬폰 소재는 가죽과 가죽 사이에 사

용하여 한없이 부드러운 쉬폰의 질감을 그대로 표현

해 낸 것이 아닌 구조적 미니멀리즘의 변주로서의

소재의 사용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3) 컬러

컬러 사용에 있어서는 미니멀의 관점에서 컬러의

최소화와 절제미가 아닌 무채색의 차분한 컬러를 기

본으로 선명한 컬러를 다채롭게 사용하고 배색효과

를 이용한 색채미와 컬러블로킹을 통한 시각적 강조

효과를 보인다.

누드베이지나 아이보리 컬러를 기준으로 담담한

무드를 표현하기도 하였고, 블랙과 네이비의 컬러 매

치는 깨끗한 디자인에 적용되어 세련된 조합을 만들

었다. 2011 S/S Collection에는 White, Cream 컬러를

기반으로 Green, Blue, Orange의 컬러 조합을 보였

고, 2012 F/W Collection에서는 청명감 있고 선명한

비비드(vivid) 컬러를 Black과 White로 대변되는 무

채색과 적절하게 사용하여 컬러는 더욱 부각되면서

미니멀한 면 분할의 미학도 나타내었다.

미니멀리즘의 예술 사조를 기반으로 전체적으로

넉넉한 실루엣에 컬러 및 프린트로 에스닉(ethnic)한

터치를 은은하게 가져가기도 하고 직선을 이용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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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학 형태의 컬러블로킹은 조금씩 변주해 나가며

2014 S/S Collection에는 붓 터치를 연상시키는 아티

스틱한 터치가 가미된 컬러대비를 통한 블로킹 효과

를 보인다. 같은 컬러 내 명도와 채도 차이를 내는

톤 온 톤(tone on tone), 다른 컬러이지만 같은 명도

와 채도에 머물러 있는 컬러의 조합인 톤 인 톤(tone

in tone)과 같은 단색을 기본으로 한 컬러감은 점차

프린트가 가미되면서 2015 S/S Collection에는 컬러

풀한 프린트와 단색 매치를 통한 진보한 미니멀리즘

을 보여준다.

4) 디테일

디테일로 점차 나오던 페플럼(peplum)은 2013

F/W Collection부터는 풍성한 플레어(flare) 스커트

를 선보이며 실루엣의 형상으로도 살펴볼 수 있었다.

Type RTW Collection

Silhouette

<Fig. 10>

2011 S/S

(Style.com, n.d.-a)

<Fig. 11>

2012 S/S

(Style.com, n.d.-b)

<Fig. 12>

2012 F/W

(Style.com, n.d.-c)

<Fig. 13>

2013 F/W

(Style.com, n.d.-d)

Celine has ample shape effect like being inflated.

Ample silhouette shows drop shoulder line and brings space in sleeve opening.

Celine coexist flexible and structural shape effect.

<Fig. 14>

2010 S/S

(Style.com, n.d.-e)

<Fig. 15>

2011 F/W

(Style.com,

n.d.-e)

<Fig. 16>

2012 S/S

(Firstviewkorea.com,

n.d.)

<Fig. 17>

2012 S/S

(Style.com, n.d.-g)

Celine suggests new style by means of style layering.

<Table 3> Celine’s Modern Minimalism for Each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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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bric

<Fig. 18>

2010 Resort

(Style.com, n.d.-h)

<Fig. 19>

2010 F/W

(Style.com, n.d.-i)

<Fig. 20>

2011 Pre-Fall

(Style.com, n.d.-j)

<Fig. 21>

2011 F/W

(Style.com,n.d.-k)

Celine makes material and color blocking effect by using different matters such as mixture of glossy

and mat, matching of fabric and leather, use of leather and chiffon, and match of fabric and fur.

Celine use strong and structural matters by means of bonding.

Therefore matters become stronger and ample shape effect become more striking.

Color

<Fig. 22>

2011 S/S

(Style.com,n.d.-l)

<Fig. 23>

2012 F/W

(Style.com,n.d.-m)

<Fig. 24>

2012 F/W

(Style.com,n.d.-n)

<Fig. 25>

2014 S/S

(Style.com,n.d.-o)

<Fig. 26>

2015 S/S

(Style.com,n.d.-p)

Celine uses various kinds of colors and the beauty of color using color effects.

Celine has emphasis effectiveness through color blocking.

Celine has advanced minimalism through colorful print and solid match.

Detail

<Fig. 27>

2012 S/S

(Style.com, n.d.-q)

<Fig. 28>

2013 S/S

(Style.com, n.d.-r)

<Fig. 29>

2013 F/W

(Style.com, n.d.-s)

<Fig. 30>

2015 S/S

(Style.com, n.d.-t)

Minimalism that is expressed through delicate detail and exquisite tailoring.

Celine shows change and advance with adding detail such as blocking, peplum, twist and cut-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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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곡선의 사용이 아닌 직선이 만들어내는 미묘

한 곡선을 사용하거나 직선의 면이 아래로 떨어지면

서 생기는 곡선의 미학을 살려 모던한 디테일로 접

근하였다. 부드러운 소재가 아닌 조금 두께감이 느껴

지거나 힘이 있는 소재를 사용한 페플럼은 직선이

만들어내는 곡선을 모던하게 보여준다. 2013 S/S

Collection에서는 과하지 않게 살짝 변형한 듯한 꼬임

디테일로 변화를 주며, 2013 F/W Collection에서는

무심한 듯 크게 툭 묶어놓은 디테일 및 연출로 모던

한 무드를 새롭게 제시하였다. 2015 S/S Collection에

서 보인 컷 아웃 디테일은 관능적인 표현이 아닌 모

던한 미니멀리즘의 연장선에서 제시되었다.

전체적으로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디자인을 바탕

으로 정교한 테일러링과 섬세한 디테일로 표현되는

미니멀리즘은 블로킹, 페플럼, 꼬임, 컷 아웃등과 같

은 디테일이 가미되며 변화와 진보를 보인다.

리 브랜딩 된 셀린의 이미지 아이덴티티에 있어서

피비필로는 로고를 통한 동시대적인 상징성을 보이

며 스타일에 있어서는 모던한 미니멀리즘을 보여주

는데 이는 그전 시대의 미니멀리즘과는 차별화를 이

룬다. 미니멀리즘을 기반으로 한 피비 필로식 컬러블

로킹을 선보이고, 최소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정교한 테일러링과 섬세한 디테일로 차별화되는 모

던한 미니멀리즘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미지 아이덴

티티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Ⅳ. 결론
이미지를 통한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현대적인 계

승은 몰락과 부활의 경계에 있는 패션 브랜드들이

지켜나가야 할 지속 가능한 전략이다.

본 연구는 리 브랜딩 된 패션하우스의 이미지 아

이덴티티에 대한 연구로 역량 있는 디자이너의 역할

이 패션하우스의 이미지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브랜

드의 성패를 좌우함을 고찰할 수 있었다.

브랜드 정체성의 시각적 표현 요소인 로고를 통해

영속적인 상징을 나타내고 이는 브랜드 이미지 측면

에서 심미적으로 다듬어 나가면서 새로운 이미지와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게 되는데, 셀린을 리 브랜딩 한

피비 필로는 새로운 브랜드 정체성을 위해 로고 디

자인을 정제하였으며 현대적이고 동시대적인 로고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는 모던하고 미니멀하며 지금 셀

린이 추구하는 디자인세계와 동일한 상징성을 가진다.

2010년대 미니멀리즘의 선두주자로서의 피비필로

는 1960, 90년대의 미니멀리즘과는 차별화를 이룬다.

최소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정교한 테일러링

과 섬세한 디테일로 차별화되는 모던한 미니멀리즘

을 보여주며 이미지 아이덴티티를 만들어 나가고 있

으며 미니멀리즘의 연장선에서 셀린의 여성상을 제

시하고 구축해 나가고 있다.

셀린의 모던 미니멀리즘을 실루엣, 소재, 컬러, 디

테일의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해보았다.

실루엣에서는 1960, 90년대 미니멀리즘이 옷의 사

이즈를 최소화하는 등 절제하는 방식으로 형태감을

보였다면 2010년대 피비필로가 보여준 셀린의 미니

멀리즘은 공기를 머금은 듯 넉넉한 형태감이 특징적

이다. 상의의 풍성함이 하의로 연결되는 형태를 보이

며 이로 인해 전체적으로 여유로운 실루엣을 형성하

고 있다. 넉넉한 실루엣으로 디자인적인 선의 위치가

변하게 되었고 내려간 어깨선을 선보이며 덩달아 소

매통의 여유를 가져다주었다. 유연하고 구조적인 형

태감이 공존하는 실루엣을 보이며 실루엣의 변화와

더불어 레이어링하는 착장의 방식으로 새로움을 가

미하였다.

소재는 유광, 무광의 혼합, 원단과 가죽의 매칭 및

합포, 가죽과 쉬폰의 사용, 원단과 퍼(fur) 매칭 등을

통해 이질감 있는 소재를 분할적으로 사용하여 소재

및 컬러블로킹효과를 보여준다. 같은 컬러 톤도 유·

무광의 광택감의 차이를 주어 미묘한 시각적 효과를

통해 소재를 더욱 풍부하고 깊이 있게 사용하였고,

단단하고 구축적인 본딩 소재의 사용은 구조적인 실

루엣과 디자인을 가능하게 하였다.

컬러 사용에 있어서는 미니멀의 관점에서 컬러의

최소화와 절제미가 아닌 무채색의 차분한 컬러를 기

본으로 선명한 컬러를 다채롭게 사용하고 배색효과

를 이용한 색채미와 컬러블로킹을 통한 시각적 강조

효과를 보인다. 청명감 있고 선명한 비비드 컬러를

Black과 White로 대변되는 무채색과 적절하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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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컬러는 더욱 부각되면서 미니멀한 면 분할의

미학도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넉넉한 실루엣에 직

선을 이용한 기하학 형태의 컬러블로킹은 조금씩 변

주해 나가며 아티스틱한 터치가 가미되기도 하고, 단

색을 기본으로 한 컬러감은 점차 프린트가 가미되면

서 컬러풀한 프린트와 단색 매치를 통한 진보한 미

니멀리즘을 보여준다.

디테일에서는 전체적으로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블로킹, 페플럼, 꼬임, 컷 아웃 등

과 같은 디테일이 가미되며 변화와 진보를 보인다.

직선이 만들어내는 미묘한 곡선을 사용하거나 직선

의 면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생기는 곡선의 미학을

살려 모던한 디테일로 접근하였다.

이상과 같이 리 브랜딩 된 셀린의 이미지 아이덴

티티는 로고를 통한 동시대적인 상징성의 구축과 스

타일의 측면에서는 모던한 미니멀리즘을 통한 아이

덴티티의 확립에 있다 할 수 있겠다. 피비 필로식 모

던한 미니멀리즘은 당시 시대를 풍미했던 트렌드의

흐름을 뛰어넘는 새로운 무드의 등장을 가져오며 현

시대 미니멀리즘의 패션 트렌드를 관통하면서 그 중

심에 있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전락해가

는 셀린 패션하우스를 재창조하게 되었다.

전통을 지키며 계승해나가는 패션하우스의 모습은

비단 해외 브랜드만의 문제는 아닐 것으로 사료된다.

국내에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패션하우스라 말할 수

있는 특색 있는 브랜드의 지속성이 절실한 이 시점

에 의미 있는 연구로 그 의미를 되새기고 활용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해 스타일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그 하우스 및 브랜드의 이미지 확립뿐만이

아니라 소재에서도 그 브랜드만의 아이덴티티 만들

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브랜드 아이덴티

티를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컨셉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구축된 컨셉을 바탕으로 디자인이 뒷받침되어

야하는데, 브랜드의 디자인력이 발휘되지 않는 한 거

대한 자본력으로 만들어진 브랜드라 할지라도 그 힘

은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인지도가 쌓여진 패

션 하우스라 할지라도 브랜드명으로 지속되는 힘은

꾸준한 디자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브랜드

는 점차 퇴색되어진다. 세대에 걸쳐 오래 지속되어지

는 브랜드의 힘은 결국 디자인력이라고 생각한다. 전

통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그 쌓여진 아카이브를 트

렌드에 맞게 변형하여 구축하고 다시 창조해나가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은 그 브랜드만의 클래식이

며 그것이 브랜드의 가치이다. 다양한 관점에서 성공

적으로 리 브랜딩 된 패션하우스의 연구를 통한 브

랜드 가치 확립을 통해 패션계의 불황 타파와 국내

패션브랜드의 지속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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