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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article surveys the meaning and history of fashion museum exhibition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

stics that make a fashion museum exhibition special. It explores dress museology and fashion museology

in theory, and practice across a range of international case studies that include the Costume Institute at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in New York, Mode Museum in Antwerp, and the Victoria and Albert Mus-

eum in London. In particular, it examines how curatorial intervention has developed the interpretation and

display techniques of dress within the context of the museum or gallery as well as how fashion has made

museums accessible to diverse audiences. For a specific case study, we review the types and roles of fash-

ion exhibitions organized by the Simone Handbag Museum, Seoul. It is the first handbag-centered fashion

museum in the world as well as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local fashion museums. The museum collec-

tion includes fashionable western handbags from rare specimens of the 15
th
 century to the latest bags of the

21
st
 century, and presents a history of changing fashion cycles and the major socio-cultural shifts that have

profoundly affected women's lives in public spaces. Exhibitions show the perspective to a range of curato-

rial methodologies and show the innovative approaches towards collections and displays with broader fash-

ion issues such as gender, materialism and technology. The article is to help encourage further scholar dis-

course between fashion museum exhibitions and fashion museology.

Key words: Fashion exhibition, Fashion museology, Simone Handbag Museum; 패션전시, 패션박물관학,

시몬느 핸드백 박물관

I. 서 론

페라가모(Ferragamo), 구찌(Gucci), 디올(Dior) 등 세계

적인 패션하우스는 경쟁적으로 패션박물관 및 패션전시

에 대한 관심을 늘려가는 양상이다. 기존 미술관도 패션

전시를 예술의 한 분야로 인정하고 전담부서를 운영하기

도 하는데,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The Metropoli-

tan Museum of Art; MET)의 의상연구소(The Costume In-

stitute)의 경우 약 35,000점이 넘는 방대한 양의 패션아이

템을 소장하고, 다양한 전시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 936 –

†
Corresponding author

 E-mail: jisooha@snu.ac.kr

본 논문은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BK21 플로서 의류패션 전

문 창조 인재 양성 사업팀의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임.

ⓒ 2016,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All rights reserved.

EISSN 2234-0793
PISSN 1225-1151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Vol. 40, No. 5 (2016) p.936~953

http://dx.doi.org/10.5850/JKSCT.2016.40.5.936

〔연구논문〕



현대 패션박물관의 전시유형과 역할-시몬느 핸드백 박물관 사례를 중심으로- 163

국내 전시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국립민속박물

관의 복식전시물(Ahn & Park, 2010), 유적건조물의 문화

재(Kwon & Kang, 2012), 해외 박물관의 18세기 복식전

시(Yun & Lim, 1998), 현대 패션의 박물관 건립(Park &

Choy, 2012; Park & Ham, 2014), 메종 마틴 마르지엘라

(Maison Martin Margiela) 전시의 공간디자인(Jang &

Yang, 2011), 디자이너 노라 노의 전시(Hahn, 2012), 광

주비엔날레 의상전시회(Yoo, 2010), 프라다(Prada)의 특

별전시(Lee, 2004)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선행연구는 대

부분 문화재 보존을 위한 민속복식연구에만 중점을 두

고 있거나, 특정 유명 디자이너의 특별전시만을 연구대

상으로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현

대 패션박물관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유형별 전시의 특

성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해외 전시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박물관계에서 성

장하는 패션전시(Steele, 2008), 벨기에 박물관의 패션전

시학(Horsley, 2015), 미국 민속예술박물관에서 진행한

패션전시(Carreno, 2014), 패션디자인 전공자와 박물관

실무의 협동과정(José Blanco, 2010), 몬트리올 박물관의

패션소장품(Sark & Bélanger-Michaud, 2015), 후세인 살

라얀(Hussein Chalayan)의 전시리뷰(Lau, 2011)에 관련된

논문들이 있다. 패션전시를 학문의 대상으로 여겨 시대

별 변천사를 탐구하고, 박물관에서 갖는 패션소장품의

의미를 연구하고 있다. 나아가 패션전시의 리뷰는 전시

의 기법 및 현황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해외 선행연구

는 패션박물관과 패션전시를 키워드로 하여 다양한 주

제와 방법론을 갖고 연구를 발전시키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시몬느 핸드백 박물관(Sim-

one Handbag Museum; SHM)을 중심 사례로 패션전시

의 유형별 특성 및 패션박물관의 특수성을 밝히는 것이

다. 본 연구에서는 패션을 의상은 물론 핸드백, 구두 등

액세서리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하고 SHM

을 사례로 선정하였다. 전세계적으로 패션박물관은 의

상부터 액세서리와 같은 특정 아이템을 전문으로 하는

박물관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러나 국내는 아직 패

션박물관의 개념이 성숙되지 않았으며 SHM과 같이 핸

드백을 전문으로 하는 패션박물관 외는 다양한 사례가

부족하여 사례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

서 연구에 한계가 있음을 우선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SHM은 2012년에 세계 최초의 핸드백 박물관으로 건

립되어 해외 언론으로부터 큰 주목을 받은 국내의 대표

적인 패션박물관이다.『뉴욕 타임즈(The New York Ti-

mes)』는 SHM을 서울에 가면 꼭 들려야 할 박물관으로

소개했고(Chong, 2012), CNN은 모든 남자친구에게는

악몽이겠지만 핸드백의 정교한 전시가 돋보이는 박물관

(Cha, 2012)으로 호평하였다. 영국의『파이낸셜 타임스

(The Financial Times)』는 핸드백에 바쳐진 성전이라는

찬사와 함께 시몬느 핸드백 박물관을 보도했다(Foreman,

2012). SHM은 16세기부터 21세기까지의 패션아이템을

활용하여 상설전시, 기획전시, 특별전시 등 다양한 유형

의 전시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현대의 패션박물관의 전

시유형과 의미를 살펴보는데 최적의 사례라는 판단이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하였다. 문헌

연구는 해외학회지『Fashion Theory』에 출간된 다수의

패션전시 관련 논문을 참고하였고, 마리 리젤 멜쳐(Ma-

rie Riegels Melchior)와 버기타 벤슨(Birgitta Svensson)의

저서『Fashion and Museums: Theory and Practice』와 패

션비평가 수지 멘키스(Suzy Menkes)의『뉴욕타임즈』등

의 전시리뷰 등 관련 전문서적을 참고하여 전통적인 박

물관과 차별화된 패션박물관 특성을 고찰하였다. 더불

어 MET 의상연구소의 전시리뷰 및 에이미 드 라 헤이

(Amy de la Haye), 캐롤라인 에반스(Caroline Evans)의 문

헌 등을 바탕으로 패션박물관과 패션전시의 역사도 정

리하였다. 사례연구는 SHM이 개관한 2012년부터 2015년

까지 진행한 모든 전시를 대상으로 하였다. 전시의 유형

은 세 가지로 분류하여 박물관 상설전시, 박물관 기획전

시, 브랜드의 아트프로젝트를 분석하였다.

II. 패션박물관의 개념 및 발전

본 장은 패션박물관과 패션전시의 역사를 살펴보고,

그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1. 패션박물관의 전시

ICOM(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의 헌장 2장에

서 박물관이란 “인간 환경의 물질적인 증거를 수집, 보존,

연구하여 전시라는 행위를 통해 사회와 인류문화 발전

에 봉사할 수 있도록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연구와 교

육, 과학에 이바지하는 비영리적이고 항구적인 시설”(Lee,

2008 p. 3)이라고 설명한다. 박물관의 주요 기능에는 수

집 ·보관의 기능, 조사 ·연구의 기능, 전시기능, 교육기

능이 있으며, 그 외 여가 선용, 전통문화 선양, 종교적 기

능도 있다(Yoon & Lee, 2012).

전시의 개념을 살펴보면, Belcher(1991/2006)는 전시

란 어떠한 목적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기서 목적은 보

– 937 –



164 한국의류학회지 Vol. 40 No. 5, 2016

는 이에게 의도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Lee

(2008)는 박물관의 가장 독창적인 고유 업무는 전시이고,

박물관의 존재는 전시라는 행위를 통해 나타난다고 설

명한다. 결국 전시는 박물관의 자료와 성과를 알리고, 박

물관의 역할과 효과를 최대한 올리는 수단인 것이다.

패션이라는 특화된 주제를 갖고 있는 패션박물관의

전시는 패션아이템의 수집, 보존, 연구의 성과를 알리는

동시에, 패션을 예술작품처럼 감상의 대상으로 변용시

키는 활동을 하고 있다. 패션전시는 잠재적인 고객과 소

통창구가 되는 점에서 마케팅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

2. 패션박물관의 전시역사

패션학자 루 테일러(Lou Taylor)와 알렉산더 파머(Ale-

xander Palmer), FIT 박물관(Fashion Institute of Techno-

logy Museum)의 관장 발레리 스틸(Valerie Steele)은 20세

기 이전의 박물관은 문화사의 이해나 타 문화를 탐구하

기 위한 목적으로 전통복식과 민속복식을 전시하였을 뿐

이고,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패션이 그 고유의 목적으로

박물관에서 전시될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Melchior &

Svensson, 2014). 그리고 그 이후 패션박물관이 전문적으

로 건립되면서 박물관과 패션은 고유의 관계를 만들어

갔다. 패션박물관의 전시는 매우 발전하였고, 이제는 현

대의 시각문화(Visual culture)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에 있

다. 이 장에서는 복식박물관학과 패션박물관학의 개념과

특성을 고찰하고, 복식전시와 패션전시의 차이를 살펴

보았다.

1) 복식박물관학(Dress museology)의 기원

1834년에 개관한 맨체스터(Manchester)의 의상갤러리

(Gallery of Costume, Manchester Art Gallery)와 1852년

에 개관한 런던(London)의 빅토리아 앤드 앨버트 박물관

(Victoria and Albert Museum; V&A)에서 옷을 최초로

수집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초창기의 박물관은

옷을 텍스타일이나 공예품으로 분류하였고, 제3국의 민

속복식이나 자국의 출토복식을 소개하는 전시가 주를

이루었다. 이는 복식전시의 전형이 되어 현재까지 이어

지고 있는데, 국내의 경우 국립민속박물관의 조선시대

한복전시가 이 유형에 속한다.

초기 복식박물관학은 문화인류학적 성향을 띠면서 정

립되었다. 복식박물관학은 옷을 인류의 문명과 사회문화

적 의미를 연구하기 위한 중요한 물질자원으로 여기고

옷이 함축하고 있는 역사적 가치와 쓸모를 평가하기 위

해서 철저한 고증 아래 실루엣, 재단, 소재와 같은 옷의

구성요소 및 스타일을 재현하였다.

MET 의상연구소의 <Hilbrunn Timeline of Art Hist-

ory> 전시는 <Fig. 1>과 같이 상설전시로 소장품을 진열

하고 있다. 이 소장품은 실제 사람 크기의 마네킹이 라운

드형 가운을 입고, 그 시대에 유행했던 헤어스타일과 장

신구를 하고 있다. 옛 방식 그대로 옷을 착용하고, 당대

귀족이 연상되는 포즈나 제스처를 재현한 것이다.

복식박물관학의 대표적인 연출기법은 라이프 그룹(Li-

fe Group)이다. 라이프 그룹은 디오라마(Diorama)나 모

형을 만들어 입체적인 배경을 전시품과 함께 설치하는 미

장센(Mise-en-scène)의 연출기법이다. 국내의 국립민속

박물관은 이 전시기법을 활발히 적용하고 있다. 국립민

속박물관의 상설전시관 중 한 섹션인 <3전시 한국인의

일생>은 조선시대 양반집안의 개인이 겪는 주요한 삶의

과정을 소개한다. <Fig. 2>는 어린아이의 색동저고리 한

복을 설명하기 위해 돌잔치의 배경을 보여주고 있다. 옷

전시품과 당시의 생활양식을 함께 연출하는 라이프 그

룹은 시대상황을 생동감 있게 관람하고, 쉽게 이해하도

록 돕는다.

복식박물관학의 전시는 학예사들이 엄격한 고증을 거

친 끝에 복원된 복식문화재를 관람객에게 올바르게 전

달하는 것에 그 의의를 둔다. 이러한 문화인류학적 접

근방식은 이후 복식사 또는 의류학과 같은 학문이 발전

하는데 기초가 되었고, ICOM 커스튬 커미티의 박물관

내 복식유물 관리에 대한 국제적인 가이드라인(ICOM

Costume Committee's Guidelines for Costume)을 정립하는

Fig. 1. Round Gown. Ca 1795, Italian, linen.

From Round gown. (1979). http://www.metmuseu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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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있어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Mel-

chior & Svensson, 2014).

2) 패션박물관학(Fashion museology)의 발전

1960년대부터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패션전시를

전시기획 분야의 일종으로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패션박

물관학도 발전하였다. 미국의『하퍼스 바자(Haper's Ba-

zzar)』와『보그(Vogue)』의 편집장이었던 다이애나 브릴

랜드(Diana Vreeland)는 MET의 의상연구소에서 특별

컨설턴트로서 약 15회의 전시를 기획하면서 패션박물관

학을 개척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브릴랜드의 전시는 복

식박물관학의 전형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패션전시의 전

시요소를 정립하였다. 그녀가 도입한 전시요소는 <Fig.

3>과 같이 스타일화된 마네킹을 제작하여 관람객에게

자유로운 동선을 유도하고, 매체를 활용한 다감각적인

기법으로 요약할 수 있다.

브릴랜드의 <The Manchu Dragon: Costumes of Ch'ing

Dynasty 1644-1912> 전시는 청나라 복식의 우수한 자수

공예를 소개하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만약 전시가 복식

박물관학의 기법으로 기획되었다면, 청나라 복식은 연

대순 나열과 평면재단용의 T자형 옷걸이로 진열하는 전

통적인 방식이 전개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브릴랜드는

연극적이며 현대적으로 기획했다. <Fig. 4>와 같이 경극

이 연상되는 마스크의 마네킹은 청나라인의 생동감을

나타내고, 입체적인 실루엣으로 복식을 표현했다. 이 중

파격적인 부분은 고증된 청나라 복식 대신에, 1980년대

트렌드였던 레이어드 룩(Layered look)을 믹스 앤 매치

(Mix and match)하고, 중국의 향을 표현하기 위해 입생

로랑(Yves Saint Laurent)의 향수 ‘아편(Opium)’을 사용

한 점이다.

예술사학자 데보라 실버만(Deborah Silverman)은 브

릴랜드의 위 전시가 중국 전통복식을 레이어드 룩으로

왜곡하여 지나치게 상업적이고, 입생로랑의 향수를 중

국의 향으로 표현하여 아편 전쟁으로 겪은 중국의 아픈

역사를 무시하였다고 비판하였다. 왜곡된 전시가 학예

사의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전시 본래의 기능을 약화시

킨다는 것이다(Steele, 2008).

반면에 비평가 앤 홀랜더(Anne Hollander)는 브릴랜드

가 왁스박물관의 유리관 속 시체 같던 복식전시의 전형

에서 벗어나 패션전시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호평

했다(Steele, 2008). 해롤드 코다(Harold Koda)와 리처드

Fig. 2. First birthday party.

From 3전시 한국인의 일생-출생

[Exhibit 3 Korean lifetime-Birth]. (n.d.).

http://www.nfm.go.kr

Fig. 3. Diana Vreeland.

From You gotta have style to get up in the morning. (2015).

http://likesuccess.com

Fig. 4. Inside the Manchu Dragon exhibition, 1980.

From Daly. (2012). https://kr.pintere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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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틴(Richard Martin)은 브릴랜드가 성취해 낸 큐레이터

의 자율성의 기여도는 매우 크다고 평가한다. 많은 비난

에도 흔들림이 없었던 브릴랜드의 행보는 패션박물관학

을 크게 발전시켰고, 그 덕분에 오늘날 박물관의 패션전

시는 대중의 지지를 얻고 확고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었

다(Martin & Koda, 1993).

패션박물관학의 특수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패션박물관이 추구하는 박물관의 운영방식이 전

통적인 운영방식과 다르다. 사회공헌을 중시하는 기존의

박물관 운영과는 달리, 패션박물관은 경제적 자립을 추

구한다. 기업으로부터 적극적인 후원을 유치하고 관련 산

업체와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패션시스템의

일부가 되어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운영방식을 모색한다.

둘째, 패션박물관학의 전시는 옷에 대한 정보전달이

나 사회문화적 가치평가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

다. 대신에 소비상업주의, 스타마케팅 같은 물질문화와

밀접하게 연계하고 있는 패션성을 중심 화제로 삼는다.

패션디자이너를 기념비적인 인물로 창조하고, 감각적인

전시디자인에서 극적인 경험을 유도한다. 이러한 점에서

패션전시는 물질문화와 예술문화의 사이를 감각적으로

공유하는 특성이 있다.

3) 패션전시의 현황

『아트넷뉴스(Artnet News)』와 인터뷰에서 발레리 스

틸은 예술작품과는 달리, 패션의 경우 매일 아침에 옷을

입는 것과 같은 친숙함이 전시의 인기요인이 된다고 주

장한다. 패션전시는 전문지식이 없는 누구라도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고, ‘나라면 이 옷은 절대 입지 않아,

혹은 이 옷은 너무 멋져서 갖고 싶어’와 같은 단순한 감

상으로도 전시를 충분히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Abraham, 2015). 볼프스

부르그 시립미술관(The Kunstmuseum Wolfsburg)의 관

장 마르쿠스 브뤼덜린(Markus Brüderlin)은 21세기의 박

물관이 더 이상 패션을 외면할 수 없으며, 박물관의 패

션전시는 우리 문화의 현주소를 바라보는 데 필수적이

며 동시에 색다른 관점을 제공한다고 설명한다. 볼프스

부르그 시립미술관 외에도 MET, 르부르 박물관(The Lo-

uvre Museum), V&A은 이미 현대 시각예술문화에서 패

션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패션 관련 랜드마크 전시

를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Blechman, 2013). 파리의 장식

박물관(Musée des Arts Décoratifs) 관장 비아트리체 살

몬(Beatrice Salmon)은 패션전시가 넓은 관람객 층을 형

성하는 데 유리하여 블록버스터급 전시가 점점 증가하

는 추세라고 설명한다(Menkes, 2011).『뉴욕 타임즈』의

인터뷰에서 해롤드 코다는 과거의 박물관과 패션은 친

숙하지 않았지만, 세대가 변하면서 이제는 많은 박물관

장이 동시대 패션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

고 있다고 덧붙였다(Fabrikant, 2011).

MET의 의상연구소에서 2011년 5월 4일부터 8월 7일

까지 진행한 <Alexander McQueen: Savage Beauty> 전시

는 약 661,509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으며, MET의 141년

역사상 흥행 면에서 상위 8번째의 전시로 기록되었다.

MET는 1978년의 투탕카멘 보물전시, 1963년의 모나리

자 전시와 함께 방문객 Top 10에 패션전시가 포함된 것

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발표했다. <Savage Beauty> 전시

는 영국 출신의 패션디자이너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의 회고전시로 맥퀸 패션하우스의 소장품 100여

점의 의상과 70여 점의 장신구가 선보인 대형 전시였다.

전시기획자 앤드류 볼튼(Andrew Bolton)은 낭만주의의

어두운 혼을 띄고 있는 맥퀸의 창조성을 전시에 담아내

고자 하였다(Menkes, 2011).

전시제작팀의 조셉 베넷(Joseph Bennett)과 샘 게인버

리(Sam Gainsbury)는 영화 세트장과 같이 극적인 전시

공간을 연출했다. 빅토리안(Victorian) 시대 분위기의 전

시장은 모차르트의 아다지오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왕

실 스타일의 웨딩 드레스에 코르셋은 모브색(Mauve)의

그림자를 드러내며 로맨틱하면서도 애도감을 표현하고

있었다. 다른 섹션은 바람이 부는 터널에서 케이프 의

상이 거대한 파도처럼 일렁이고 있었다(Menkes, 2011).

이 외에도 안개가 자욱한 전시장은 깨진 거울에 반사되

는 옷을 감상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감각적인 연출

효과를 위해 전시품을 보호하는 유리 진열장은 생략되

었고, 전시섹션별 마네킹은 외계인의 형상부터 고혹적

인 여체까지 다양하게 제작되었다. <Fig. 5>와 같이 전

Fig. 5. Inside Alexander McQueen:

Savage Beauty exhibition, 2011.

From Alleyne. (2015). http://edition.cn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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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된 의상과 장신구는 그대로 관람객에게 노출되고 소

장품 디스플레이와 함께 맥퀸의 패션쇼 영상이나 홀로

그램 영상이 연속 재생되면서 다양한 미디어를 함께 활

용하였다.

작품감상에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하고 단순한 화이트

큐브 위주로 설치한 예술전시와 달리, 패션전시는 다양

한 보조장치를 활용한다. 패션이 함축하고 있는 정치사

회적 맥락, 시각문화 같은 다양한 컨텐츠를 연극적인 공

간, 감각적인 연출, 복합매체의 활용하여 관람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디자이너, 큐레

이터, 전시설치가, 편집디자이너 등 여러 분야의 크리에

이터가 하나의 패션전시를 위해 공동작업으로 참여한다.

패션전시의 최근 경향을 살펴보면, 패션아이템 전시

를 넘어서 사회문화적 또는 미학적 함의를 담고 개념예

술에서 표방하는 철학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까지 한다.

2005년에 V&A에서 진행한 <Spectres: When Fashion Tu-

rns Back> 전시는 근대의 패션디자이너 크리스찬 디올

(Christian Dior), 엘자 스키아파렐리(Elsa Schiaparelli)

로부터 현대의 패션디자이너 후세인 샬라얀까지 다양한

디자이너의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전시기획자 주디스

클락(Judith Clark)은 오랜 역사를 거쳐오면서 패션디자

인이 서로 닮고, 닮아가며 연결되는 현상의 탐색을 전시

의 취지로 밝히고 있다.

위 전시의 <Locking In and Out> 섹션은 <Fig. 6>과 같

이 디자인의 역사에서 유행이 회전하고 서로 연결되는

현상을 구동장치로 시각화한 점이 새롭다. 거대한 톱니

바퀴가 전시장을 꽉 채우고, 각각의 톱니에 다양한 시기

에 만들어진 의상이 진열되어 있다. 톱니바퀴가 회전하

면서 톱니에 고정된 옷들은 서로 맞물리고, 분리되는 것

을 반복한다. 캐롤라인 에반스는 주디스 클락의 이 전시

에 대하여 3차원의 연극적인 소품을 활용하여 21세기 아

방가르드 패션디자인에 대한 비평적 분석이라는 전시

취지를 획기적으로 전달하였다고 호평하였다(Horsley,

2015). 패션의 개념이나 철학을 공감각적으로 풀어내는

이러한 시도는 패션전시의 선구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패션전시 분야에서 선도적인 MET, V&A와 같은 박물

관은 복식박물관학과 패션박물관학을 상호보완의 관계

로 인지하고 병행하는 운영방식을 취하고 있다. 전자는

귀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며 전통적인 박물관의 기능을

수행하고, 후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패션을 인식하는 플

랫폼을 확장하는 것이다(Melchoir & Svensson, 2014).

3. 현대의 패션박물관

다음은 패션액세서리를 전문으로 하는 패션박물관의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그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며, 국

내 패션전시의 현황도 함께 고찰하였다.

1) 해외 패션박물관의 전시

해외에서는 옷뿐만 아니라, 핸드백이나 구두 같은 패

션액세서리를 대상으로 하는 패션박물관 역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의 중심 사례 SHM 역시 핸드백

을 전문으로 하는 패션박물관임을 고려할 때 이 장은 옷

외의 패션액세서리를 중심으로 하는 패션박물관의 사

례를 조사하고 특성을 살펴보았다. 기업이 운영하는 피

렌체(Florence)의 살바토레 페라가모 박물관(Museo Sal-

vatore Ferragamo; MSF), 토론토(Toronto)의 바타 구두박

물관(Bata Shoe Museum; BSM)을 사례연구 대상으로

하였고, 개인이 운영하는 암스테르담(Amsterdam)의 타

센 가방과 지갑 박물관(Tassen Museum of Bags and Pur-

ses; TM)을 대상으로 하였다.

첫째, 세계적인 패션하우스 페라가모는 구두디자이

너 살바토레 페라가모의 삶과 업적을 기리고, 패션문화

를 선도한다는 취지 아래 이태리 피렌체에 MSF을 1995년

에 개관하였다. MSF은 구두박물관으로서, 1920년대부

터 1960년대까지 생전에 살바토레 페라가모가 디자인한

10,000여 점의 구두를 소장하고 있다. 레오나르도 페라가

모(Leonardo Ferragamo)는 MSF가 살바토레 페라가모의

유산을 기초 자산으로서 보존하고, 페라가모 브랜드의

비전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

명한다(Kilcooley-O'Halloran, 2015). MSF의 관장 스테파

냐 리찌(Stefania Ricci)는 소장품 구축이 박물관에서 가

장 중요한 업무이며, 소장품은 페라가모의 정체성을 이

해하고, 패션하우스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새로운

Fig. 6. Inside Spectres:

When Fashion Turns Back exhibition, 2005.

From Fashion reading lists. (2005). http://www.vam.ac.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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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으로 발전시키는 자산이라고 덧붙였다(Kilcooley-

O'Halloran, 2015).

MSF는 박물관의 소장품을 대중문화와 접목하여 전

시하는 특징을 보인다. 1998년 전시 <Cinderella>는 페라

가모 구두가 등장한 신데렐라 영화 <Ever After - A Cin-

derella Story>를 기본 소재로 삼아, 그 밖에 영화, 음악,

문학에서 등장하는 수 많은 신데렐라를 적극적으로 활

용하여 전시하였다. 2012년 전시 <Secret Archives>는 마

릴린 먼로(Marylin Monroe), 메릴 스트립(Meryl Streep)

등 할리우드 스타들이 선보인 페라가모 스타일에 대한

미디어 전시였다. <Fig. 7>과 같이 페라가모의 아이콘 하

이힐 펌프(High-heel pump)의 첫 모델부터 1950년대의

스틸레토(Stiletto)까지의 구두 1,000여 점도 함께 전시했

다.

MSF은 박물관의 소장품을 귀중한 문화유산으로서 보

존하면서도, 이를 다각적으로 해석하고 전시하여 패션하

우스 페라가모가 예술문화기업으로 성장하는 역할을 하

고 있다.

두 번째 토론토에 위치한 BSM은 1995년에 개관 후,

13,000여 점의 구두 및 연관 예술품을 소장하고 있는 세

계적인 규모의 구두박물관이다. BSM은 바타 기업(Bata

company)의 손자 바타(Sonja Bata)의 개인수집에서 시작

되었다. 1897년 체코슬로바키아(Czechoslovakia)에서 구

두의 대량 생산업을 시작한 바타 기업은 20세기에 세계

최대 규모의 구두 제조회사이다.

BSM은 상설전시와 기획전시를 운영하고 있다. 상설

전시 <All About Shoes: Footwear Through the Ages>는

고대 이집트의 샌들로부터 중국의 전통신발, 밤나무 나

막신, 하이힐까지 다양한 종류를 소장하고 있고, 약 4,500여

년의 구두역사를 소개하고 있다. 상설전시의 <Fashion

Afoot> 섹션은 <Fig. 8>과 같이 근 ·현대에 등장한 패션

구두의 변천을 10년의 시기별로 전시하고 있다.

기획전시의 경우, 2016년 전시 <Standing Tall: The Cur-

ious History of Men in Heels>는 힐을 신은 남자들의 역

사를 1600년대의 왕족부터 현대의 락커(Rocker)까지 살

펴보고 있다. 존 레논(John Lennon)이 신었던 1960년대

오리지널 비틀 부츠와 엘튼 존(Elton John)의 플랫폼 등

박물관의 소장품도 함께 전시되었다. 2016년의 전시 <Fa-

shion Victims: The Pleasure and Perils of Dress in the 19th

Century>는 19세기의 크리놀린 또는 버슬 스타일과 같은

화려한 패션을 다루고 있다. 당시 유행했던 좁은 구두, 코

르셋은 후천적으로 신체 기형을 유발하고, 인화성이 높

은 소재와 독성이 강한 염색약의 사용으로 착용자의 생

명을 위협했다. 전시는 패션희생자(Fashion victim)를 설

명하면서 19세기의 패션역사를 전개하고 있다.

BSM에서 진행한 전시들은 전통적인 박물관의 역할

과 교육목적의 전시 위주로 기획되고, 특정 브랜드와 프

로모션 성격의 협업전시는 지양하고 있다.

세 번째는 암스테르담에 위치한 세계 최대의 가방과

지갑의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는 TM이다. TM은 헨드릭

이보(Hendrikje Ivo)와 하인즈 이보(Heinz Ivo) 부부가

수집한 핸드백을 자택에서 개방하면서 시작된 개인박물

관이다. 이후 익명의 후원자가 현재의 박물관 건물을 기

증 후, 딸 시그리드 이보(Sigrid Ivo)가 관장을 맡아 10여

명의 직원과 함께 운영 중이다.

TM은 핸드백, 지갑 등 약 5,000여 점의 소장품을 상설

전시에서 <Fig. 9>와 같이 유리 진열장 내에 핸드백의

역사를 설명하는 시각자료 및 텍스트를 함께 소개하고

있다. 기획전시는 핸드백의 종류와 역사를 다루거나, 패

션디자이너 혹은 특정 브랜드의 전시를 주로 하고 있다.

Fig. 7. Inside Secret Archives

exhibition, 2012.

 From Previous exhibitions. (2012).

http://www.ferragamo.com

Fig. 8. Inside Fashion Afoot.

From Fashion Afoot. (1995).

http://www.batashoemuseum.ca

Fig. 9. Inside Tassenmuseum.

From Hendrikjes handtassen. (2012).

https://fashionhisto.files.word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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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된 전시를 살펴보면, 18세기에 유행했던 유리구슬

핸드백 전시 <The Bead Goes On>, 샤넬의 아이콘 핸드백

2.55의 6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 <Happy Birthday Chanel!

60 years of the 2.55>, 필리핀 핸드백 디자이너 디따 산디

코(Ditta Sandico)의 전시 <Cache Apparels> 등이다.

TM은 의상이나 다른 패션액세서리보다는 핸드백만

을 전시컨텐츠로 제한하고 있어 핸드백 박물관의 특수

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 패션산업과 디자이너의 후원에

우호적이고, 박물관 시설에서 웨딩 및 리셉션 파티를 할

수 있는 대관사업을 함께 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이 패

션박물관을 운영하면서 겪는 재정적 어려움을 기업의 후

원과 임대사업으로 극복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MSF, BSM, TM을 검토한 결과, 이들 패션박물관은

특정 패션액세서리만을 중심으로 방대한 소장품을 구

축하고 있으며, 그 소장품이 시대별 유형별로 연속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패

션박물관이 옷에 중점을 두고 구두나 핸드백과 같은 패

션액세서리를 소외하고 있어, 패션액세서리의 경우 연

속성이 있는 완성된 컬렉션이 드물다는 점과 대별된다.

또한 이들 패션박물관은 운영주체에 따라 운영방식에

큰 차이를 보인다. 패션하우스 페라가모의 MSF은 페가

라모의 전통유산을 보존하고 예술문화재로서 중요하게

다룬다. 자체 브랜드의 패션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여

세계적인 패션브랜드로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하

고 있다. 구두 제조업체 바타 기업에서 운영하는 BSM

은 문화인류학 관점에서 18세기의 유럽 구두, 북미와 아

시아 원주민의 구두와 같이 다양한 문화권의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다. 전통적인 복식박물관의 방식으로 운영

하며, 교육목적의 전시를 위주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TM은 핸드백의 다양하고 방대한 역사

를 상설전시에서 공개하고, 재정적 자립을 위해 패션박

물관학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기획전시를 운영

하고 있다.

2) 국내 패션박물관의 전시

국내의 박물관협회에 등록된 패션 관련 박물관은 다

루는 대상을 기준으로 의복, 장신구, 자수, 섬유 관련으

로 나눌 수 있고, 대학박물관과 사립박물관 위주로 구성

되어 있다. 대학박물관의 경우는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숙명여자대학교의 자수박물관, 단국대학교의 석주선 기

념박물관 등이 있다. 사립기관으로는 한국자수박물관, 한

국현대의상박물관, 코리아나 화장박물관이 있고, 국립기

관으로는 국립민속박물관이 있다.

복식과 패션을 전문으로 하는 국내의 박물관은 대개

전통복식 위주이다. 기증유물 약 3,300여 점을 토대로

1967년에 개관한 석주선 기념박물관은 덕온 공주의 당

의와 같은 중요민속문화재와 조선시대 출토복식을 다량

으로 소장하고 있으며, 국내 전통복식 관련 보유유물이

독보적이다. 패션디자이너 최경자의 컬렉션과 소장품을

토대로 1993년에 건립된 한국현대의상박물관은 국내에

서양 복식이 도입된 1900년 이후 한국 여성 양장의 변천

사를 전시하고, 역대 영부인이나 연예인이 입었던 의상

을 포함하는 등 현대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에서

유일한 의상박물관이다.

국내에서 패션박물관과 패션전시를 전문으로 하는 기

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을 주축으로 확충을

위한 노력 중이다.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는『패션박물

관 건립 기본구상 연구』보고서 이후, 서울시 주관으로

창신동의 봉제박물관 건립이 2017년 준공을 목표로 진

행 중이다. 디자이너 박윤수가 400평 이상의 강남지역의

토지를 서울시에 기증하면서, 서울시는 현대 의상을 전문

으로 하는 패션박물관 건립도 계획하고 있다(Cha, 2014).

국내 기업 중 패션박물관 사업에 적극적인 곳은 이랜드

그룹이다. ‘이랜드 글로벌 R&D 센터’ 조성을 계획하고,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서울 마곡 산업단지에 세계 최대

규모의 패션연구소와 패션박물관을 건립할 예정이다

(Koo, 2015).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운영하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o-

ngdaemun Design Plaza; DDP)는 디자인박물관, 디자인

전시관 등으로 구성된 복합의 디자인 공간이다. 이 곳은

서울의 디자인 문화확산을 위한 전시와 체험교육의 장소

로 활용되며, 특히 패션쇼, 패션위크, 패션전시 등 여러

패션 관련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DDP에서 세계적인 패

션하우스가 주최한 샤넬의 <장소의 정신(Chanel Cult-

ure)>, <디올 정신(Esprit Dior)>, <장 폴 고티에(Jean Pa-

ul Gaultier)>와 같은 블록버스터급 전시를 개최하며, 국

내 패션전시의 랜드마크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핸드백 제조업체 시몬느는 2012년에 세계 최초로 핸

드백 박물관을 건립하였다. 핸드백 전문의 복합문화공간

을 구현한다는 취지를 갖고 개관하였으며, 현재까지 다

양한 패션박물관의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이 박물관은

소더비(Sotheby's)와 크리스티(Christie's)와 같은 세계적

인 경매시장과 유럽의 개인 소장자를 통하여 소장품을

구축하였다. 서양 핸드백을 수집하고 그 역사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유일한 국내의 기관인 점에서 기념비적

이다. 박물관 기획에 전시기획자 주디스 클락, 복식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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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에이미 드라 헤이, 캐롤라인 에반스 등 저명한 학자

들의 학술연구를 바탕으로 핸드백의 사회적 맥락과 문

화사적 가치를 전달하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III. 시몬느 핸드백 박물관의

전시사례 및 의미

SHM은 방대한 핸드백 소장품과 패션소품, 문헌자료

등을 소장하고 있는 패션박물관이다.『핸드백의 모든 것:

시몬느 핸드백 뮤지엄』에서 시몬느 대표 박은관은 SHM

은 오랫동안 품어온 꿈의 산물이며, 역사적으로 중요한

컬렉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특히 국내 젊은 디자이

너에게 영감을 주고 교육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박물관의 건립 취지를 설명했다(Haye et al., 2012/2012).

더불어 SHM은 가장 중요한 액세서리인 핸드백의 역사

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의 이목을 끌게 될 것이라며 포부

를 밝혔다. V&A 수석 큐레이터를 역임했고, 런던패션

대학(London College of Fashion)의 교수인 주디스 클락

이 SHM 개관의 총괄을 맡았다. 주디스 클락은 전 세계

를 무대로 <Diana Vreeland after Diana Vreeland>, <Ap-

pearances Can Be Deceiving: The Dresses of Frida Ka-

hlo>, <Chloé Attitudes> 전시 등 약 40여 개의 패션전시

를 기획하였다. 발레리 스틸은 패션전시 분야에서 가장

혁신적인 큐레이터로 주디스 클락을 평가하였다(Fore-

man, 2013).

패션화보나 매장에 화려하게 진열된 핸드백은 상품

으로서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자극하지만, SHM의 핸드

백은 문화재로 변용된 관람의 대상이다. 전시품은 가격

표가 없는 대신에 제작연도, 소재, 소장의 역사나 디자

인 특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SHM에서

진행한 전시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상설전시, 기획전시,

브랜드의 아트프로젝트 세 가지로 살펴보았다. 전시의

유형별 분석에 따른 각각의 의미는 첫째 예술문화재 보

존 및 교육, 둘째 문화엔터테인먼트의 확장, 마지막으로

브랜드 마케팅으로 활용으로 정리하였다.

1. 패션전시의 유형

전시의 유형을 분류하는 데에는 여러 기준이 있다.

Dean(1994/1998)은 관람자가 감상하는 전시품을 기준으

로 물품지향의 전시(실물 전시)와 개념지향의 전시로 구

분하고, Belcher(1991/2006)는 전시의 취지에 따라 감성

적 전시와 교육적 전시로 구분하였다. Park(2003)은 정

보의 특성에 따라 주제전시와 교육전시로 나누고, 전시

공간에 따라 관내전시와 관외전시, 시간성에 따라 상설

전시, 기획전시, 특별전시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Park

(2003)의 분류법을 참고하여 SHM의 패션전시를 상설

전시, 기획전시, 브랜드의 아트프로젝트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1) 상설전시

SHM의 상설전시는 소장품 300여 점이 전시되고 있다.

이곳은 여성이 살아온 삶과 패션의 변천사가 반영된 핸

드백의 500여 년의 역사를 기록하는 공간이다. SHM 상

설전시의 특수성과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설전시는 기획된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기

존의 박물관의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소장품을 중심

으로 전시한다. 기존의 박물관에서 핸드백은 소외되고,

패션전시품이 아닌 단순한 소장품으로 강등되었다. 이

러한 현실 때문에 핸드백은 시대별, 유형별 연속성이 있

는 완성된 컬렉션으로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SHM의 경우, 주디스 클락은 박물관의 기획 단계부터

“주요 패션사조는 모두 포함하고, 각 10년을 대표하는

핸드백이 대부분 포함되어야 하며, 하나의 장식 테크닉

이나 모티브, 가방의 유형에 집중하는 대신 가방의 변화

하는 미학을 보여주는 것”(Haye et al., 2012/2012, p. 210)

을 목표했다. 이를 위해 아트컬렉터, 복식사 학자, 전시

디자이너 등 30여 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프로젝

트팀은 소장품의 수집부터 문헌연구, 공간연출까지 전체

를 총괄하여 3년 만에 이 곳을 완성했다.

그 결과 상설전시의 의도와 메시지를 명료하게 전달

하는 경쟁력을 갖게 되었다. 0914 아트프로젝트의 카달

로그『Bag is Rhythm』(Bag is Rhythm #4 Bagstage展 by

0914, 2014)에서『파이낸셜 타임즈』의 저널리스트 리자

포만(Liza Foreman)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나온 카드보

드지로 만든 숄더백부터 1970년대 이브닝 백에 꽂혀 있

는 모조잡지 커버까지 놀라운 컬렉션을 구축하고 있으

며, 대중적인 액세서리의 역사를 기록하는 데 중요한

노력”으로 극찬한 바 있다.

둘째, 상설전시는 복식박물관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

다. 소장품은 1500년대 금사로 만든 지갑, 세계대전 시

기의 방독면가방, H&M과 마틴 마르지엘라가 협업한 동

시대의 핸드백까지 포함하고 있어, 서양 패션사의 한 획

을 그은 핸드백을 살펴볼 수 있다. 특정한 핸드백 종류

가 어떻게 여성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했는지 초점을 맞

추었고 미학과 사회학적 관점을 담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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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Fig. 11> 같이 상설전시는 역사관과 모던

관으로 연대에 따라 나뉘어 있다. 역사관과 모던관을 분

리한 기준은 1900년이다. 1900년은 도시에서 여성의 사

회적 진출이 시작되고, 이동성이 급진적으로 변화하던

시점이고, 핸드백이라는 용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되기 시

작한 시점이기도 하다. 두 전시장의 분리는 전시의 맥락

에 있어서 공간디자인과 미학적으로 극적인 대비를 보

이고 있다.

역사관은 150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의 희귀한 역사

적 전시품이 있다. Haye et al.(2012/2012)은 크기가 작고,

귀한 소재로 제작된 보물 같은 소장품을 유리 진열장에

서 보존하며, 빅토리안 양식을 따르고 있다. 고풍스러운

가구와 어둠 속 핀 조명의 연출은 전통적인 박물관이자

보관소로 디자인되었다. 모던관은 1900년부터 현대의 핸

드백들이 전시되고, 차가운 보관창고이자 무대 뒤가 갖

는 실험적인 분위기가 있다. 백색의 격자 선반은 중성지

의 전시박스들을 수납하고 있으며, 회색 박스는 백색 면

보존테이프로 세심하게 묶인 핸드백을 볼 수 있도록 개

방되어 있다. 중성지의 전시박스는 알칼리나 산성박스

보다 산화를 늦춰주는 효과가 있어서 소장품을 보관하는

데 최적의 조건이다. 전시박스 안에 핸드백을 누이면, 조

명과 습도를 조절하는 가장 이상적인 보존조건에 부합

하는 편리한 방법이기도 하다.

셋째, 마네킹 시리즈는 패션박물관의 전략을 높이고 있

다. 특별제작된 마네킹 20점은 시대에 따라 유행했던 여

성의 실루엣과 핸드백을 들고 있는 제스처를 시각화하고

있다. Haye et al.(2012/2012)은 핸드백, 제작기술, 역사를

보존하는 만큼 핸드백의 제스처를 보존하는 것 역시 중

요하게 생각하였다. 핸드백은 어깨에 매고 있는 숄더백

(Shoulder bag)과 손으로 드는 클러치(Clutch)와 같이 종

류에 따라 착용방법에 차이가 있다. 마네킹은 핸드백을

몸의 어디에 착용하는지, 몸에 붙게 되는지, 아니면 사람

의 움직임에 따라 흔들림이 중요한지 등 핸드백의 근본

적인 맥락을 유용하게 표현한다.

모던관에 비치된 마네킹 시리즈는 근 ·현대 패션사에

맞추어 10년 단위로 패션을 선보이고, 각각의 패션스타

일과 핸드백의 연출을 극대화하고 있다. <Fig. 12>의 마

네킹은 1920년대 스타일의 깃이 높은 망토를 입고, 정

교하게 제작된 마네킹의 손 끝은 술 달린 화장품 케이

스 백이 달랑거리고 있다. <Fig. 13>의 마네킹 바디는

1900년대에 유행했던 뜨개질 기법이 자수되어 있고, 샤

틀레인 백(Chatelaine bag)의 체인고리는 새끼손가락에

끼워진 채 연출되어 있다. <Fig. 14>의 마네킹 손은 클

러치를 사실감 있게 쥔 채 들고 있다. 위의 마네킹 손은

사람의 손을 주물작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각 소장품

에 맞는 착용방법과 특성을 정교하게 표현하고 있다. 마

네킹과 소장품의 조화는 유물 보존과 패션디스플레이

라는 학예사적 요소와 패션요소가 패션박물관에서 효

과적으로 공존하고 있음을 관람객에게 알리고 있다.

2) 기획전시

기획전시는 상설전시에서 다루기 힘든 사회적인 이슈,

진보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실험적인 연출이나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 자유롭기 때문에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

할 수 있다. SHM에서 진행한 세 번의 기획전시에서 이

러한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기획전시 <이탈리안 회전목마>는 2012년 7월

부터 11월까지 진행하였다. 이태리 패션을 대표하는 펜

Fig. 10. Inside Historical Gallery.

From Simone Handbag Museum-Contact. (2012).

http://www.simonehandbagmuseum.co.kr

Fig. 11. Inside Modern Gallery.

From Simone Handbag Museum-Visiting. (2012).

http://www.simonehandbagmuseu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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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Fendi), 발렌티노(Valentino), 돌체 앤 가바나(Dolce &

Gabbana) 등의 다양한 패션하우스의 핸드백 디자인을

소개하는 전시는 이태리 특유의 이미지, 직물, 색상, 장인

정신이 담긴 패셔너블한 핸드백을 선보였다. <Fig. 15>의

전시장 내부를 보면, 펜디는 17세기 직조기에서 짠 실크

직물을 사용하여 아이콘인 격조 높은 ‘바게트 백(Bag-

uette bag)’을 선보였고, 구찌(Gucci)는 물고기와 같은 르

네상스의 장식 모티프를 사용해 피렌체의 가죽 전통을

표현하였다. 돌체 앤 가바나는 남쪽 정서인 시칠리아(Si-

cily)의 대중적인 화려함을 표현하고 있다. 전시디자인은

이탈리아 광장의 한 가운데에 회전목마가 위치한 듯이

연출했다. 일시적이고 재미있는 축제분위기의 회전목마

설치물은 재미있고 경쾌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는 상

설전시와 대조적인 환경을 성공적으로 연출하였다.

2013년 3월부터 6월까지 진행한 두 번째 전시 <여행가

방>, 부제 ‘가방을 펼치면서 시작되는 여행’은 상설전시

에 없는 앤티크 트렁크 20여 점과 국내 작가 5명의 협업

으로 기획되었다. <Fig. 16>과 같이 작가와 함께 동행했

던 여행가방과 그 안에 보관되었던 작업소품도 함께 전

시했다. 100여 년 전, 기차 혹은 배를 타고 세계를 누볐던

앤티크 트렁크와 최신 여행가방이 병렬 배치로 구성되

어 있기 때문에 관람객은 마치 시간여행을 하듯 과거와

현재의 여행가방을 감상하였다.

참여작가 김희은, 율이, 위즈레빗, 아방, 백수연은 모

두 20대의 국내 신인 일러스트 작가다. 스페인의 정취

가 담긴 도시건물, 산티아고로 향하는 비행기, 동화 속

나라 스위스 등 세계를 다닌 작가들은 생생한 여행의 추

억을 생동감 넘치게 일러스트 작품으로 표현했다. 서정

적인 에세이 형식의 작품들은 신사동 가로수길을 주로

찾는 젊은 층과 쉽게 교감하며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다.

세 번째 전시 <K. 팝쿠튀르>는 2013년 6월 12부터 9월

8일까지 진행하였다. 전시제목은 재단기술을 뜻하는 쿠

튀르(Couture)에 팝(Pop)을 조합하였다. 서구의 핸드백

에 전통규방공예를 현대적으로 접목한 전시의 주제를

함축하고 있다. 조명희 핸드백 디자이너가 기획한 작품

7점은 현대의 핸드백에 각각 다른 규방공예기법이 적용

되었다. 디올 핸드백에 팝 아티스트 이동기의 시그니처

라 할 수 있는 아톰을 호랑이 얼굴로 재해석하여 자수를

놓았다. <Fig. 17>은 자수기법 중 씨앗 수 기법을 이용

해 아톰의 얼굴을 채우고 있고, 샤넬의 2.55 퀼트백은 색

실누빔 바느질로 새롭게 구성했다. 에르메스(Hermes)의

비닐백은 직조조직과 조각들을 연결하는 바느질의 시

침선이 보이도록 조각보를 확대 프린트하여 내부를 덧

붙였다. 작품들은 규방공예를 현대적인 미감으로 확장

시켰다. Jin(2013)은 전통을 유쾌하게 차용하고, 팝 아트

색채를 더한 것은 물론 동서양의 미감을 이어 우리의 정

체성을 새롭게 조립하는 독창적인 전시라고 호평했다.

기획전시는 상품과 예술문화재 사이에서 핸드백을 경

쾌하게 연결하고, 다양한 주제로 핸드백에 대한 담론과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관람객의 재방문을 유

도하는 데 유용한 역할을 하고 있다.

3) 브랜드 아트프로젝트

브랜드 아트프로젝트는 패션브랜드가 특정 기간 동안

아트마케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특별전시의 유형이다.

SHM은 2013년 10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Bagstage展

Fig. 12. Mannequin details (I).

Photographed by the author

(March 29, 2016).

Fig. 13. Mannequin details (II).

Photographed by the author

(March 29, 2016).

Fig. 14. Mannequin details (III).

Photographed by the author

(March 2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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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0914(이하 0914 아트프로젝트)> 프로젝트를 기획하

였다. 이 프로젝트는 시몬느의 핸드백 브랜드 ‘0914’가

주최했고, 회화, 설치, 영상 등 여러 분야의 예술가들이

참여하여 0914 혹은 가방을 주제로 전시를 전개하였다.

<0914 아트프로젝트>는 가방이 일상성을 가진 소비

제품에 불과하다는 전형적인 관점을 탈피하고, 예술문

화적으로 탐구하고 있다. <0914 아트프로젝트>에서 진

행한 여덟 번의 전시제목은 <여자의 가방>, <남자의 가

방>, <가방 방정식>, <가방의 소리>, <가방 탐독>, <가방

의 무대>, <가방의 기억>, <0914 가방의 시작>이다. 이

아트프로젝트는 릴레이전시의 형식이며, 기존 패션업계

에서는 보기 드물게 장기간으로 계획되었다. 각 전시는

저널리즘, 과학, 문학, 퍼포먼스, 미디어 아트를 핸드백

에 접목하였고, 전시형태는 회화, 조각 같은 순수예술전

시부터 퍼포먼스 쇼까지 폭넓게 다루어 이색적인 시도

가 나타났다. 남성 패션매거진『GQ』의 이충걸 편집장 등

패션 관련 인사부터 사진작가 김용호, 회화작가 홍경택

등 예술 관련 작가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

한 대형 아트프로젝트였다.

오프닝 리셉션, 기자 간담회, 작가와의 대화 등과 같은

부대행사는 여러 매체에 0914를 홍보하고, 예술문화활

동에 적극적인 브랜드로서 그 인지도를 높이는데 조력하

였다. 감성과 같은 무형의 요소를 중시하는 현대의 사회

적 분위기에 맞게 예술에 기반을 둔 패션마케팅 전략은

문화와 예술을 활용한 0914 제품의 창의성과 타 브랜드

와 차별성을 피력할 수 있는 점에서 경쟁력을 갖는다.

2. 패션전시의 의미

전통학문에서 패션은 학문적, 문화적 의의가 낮은 대

상으로 취급되었지만, 1990년대 이후부터 패션과 예술

은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며, 박물관 현장에서 자연

스럽게 두 영역이 교차하며 발전되고 있다(Blechman,

2013). V&A의 수석 큐레이터 클레어 윌콕스(Clair Wil-

cox)는 패션이 제조, 상업, 소비, 취향과 같은 복합적인 속

성을 모두 포괄한다는 점에서 문화적 지표가 된다고 주

장한다(Abraham, 2015). 패션전시가 현대 전시문화에 미

치는 영향력이 커가고, 패션전시에 대한 학문적 담론과

사례연구가 활발해지는 등 오늘날 박물관계와 패션계

모두에서 패션전시는 높은 명성을 얻었다. 이제 현대 전

시문화에서 패션전시는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SHM 패션전시에서 도출한 패션전시의 가치유형과 사회

문화적 역할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예술문화재 보존 및 교육

SHM은 핸드백을 예술문화재로서 원형 그대로 보존

하기 위해 ICOM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소장품의 높이,

너비, 깊이를 측정하여 분류하고, 제작업체, 아티스트, 원

산지, 제작연도의 정보는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표기하

였다. 소장품 각각의 상태는 전문가에 의해 면밀히 분석

되고, 보존 및 관리된다. 예를 들어 <Fig. 19>와 같이 소

장품 SHM.2011.M.22 경우, 다음과 같은 기록과 함께 분

석, 보존 및 관리되고 있다.

“상세설명: 노란색 실크 새틴으로 안감을 댄, 두 개의

사이드 포켓이 있는 스키아파렐리(Schiaparelli)의 금색

메시 백(Mesh bag). 제작자의 이름.

설치 및 디스플레이 방법 추천: 메시 백은 눕혀서 비

치함.

전반적인 상태: 금속의 표면이 마모됨. 안감의 맨 위

부분과 두 개의 사이드 포켓의 맨 위 가장자리가 손상

됨. 사이드 포켓의 경우, 특히 가방의 위 덮개와 가까운

Fig. 15. Inside Carosello

Italiano exhibition, 2012.

Photographed by the author

(August 29, 2012).

Fig. 16. Inside travel

trunk exhibition, 2013.

Photographed by the author

(May 14, 2013).

Fig. 17. K. Popcouture

exhibition, 2013.

Photographed by the author

(August 2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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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에 있는 포켓의 손상도가 심함. 안감은 바느질이 아래

쪽 부분에 되어 있음. 손잡이 상태는 변색이 되었으나

양호함.

추천: 금속 보전처리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것. 안

감의 손상된 부분은 강화되어야 함. 염색한 하보타이와

카우치를 이용하여 안감과 겉감의 뒷부분을 분리한 후

다시 안감을 댈 것.

제안된 처리: 메시(바깥의 금속 그물 부분) 점검. 안감

보강” (Haye et al., 2012/2012, p. 222).

소장품은 일정한 환경 속에서 전문인력이 관리한다.

핸드백의 주요 재질인 가죽과 섬유에 적합한 온도 18~

20
o
C, 상대습도 45~55%가 전시장에서 유지되고, 곰팡

이나 곤충피해를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훈증처리된다.

핸드백에 손상을 주지 않는 양질의 광원과 밝기를 고려

하여 열을 발산하지 않는 광섬유와 LED 조명을 사용하

고, 조도는 국제박물관협회에서 제안하는 150~180lux 이

하로 조정되어있다. 진열장 내 정리공간은 중성지와 중

성박스로 보관하고, 항균섬유로 제작된 내장재로 핸드

Fig. 18. Poster series of Bagstage 展 by 0914.

Fig. 19. Bag conservation.

From Bag conservation. (2012). http://www.simonehandbagmuseu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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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의 손상을 예방하고 있다.

또한 평생교육 장소인 박물관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

고 있다. SHM의 전문에듀케이터는 교육부의 자유학기

제도에 맞춰 중고등학생용 워크북을 편찬하고, 서양 패

션의 역사를 가르친다. 대학생 또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

로 하는 단체 도슨트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SHM의

통계에 따르면, 해마다 60여 개의 중학교, 고등학교가 단

체수업을 받으며, 박물관의 전체 관람객에서 약 42.3%를

차지하는 등 그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기존에 참

여했던 학교의 재방문이 꾸준히 이루어지며, 새로운 학

교의 참여도 증가하고 있다.

교육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

면, 학생들은 핸드백의 역사를 배울 수 있고, 신기한 형

태의 핸드백 문화재를 감상할 수 있는 점에서 교육수업

에 높은 만족감이 보이고 있었다. 관람객은 여성의 역사,

패션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는 핸드백의 역사를 배우고,

예술문화재로서 가치를 이해하게 된다.

2) 문화엔터테인먼트의 확장

문화엔터테인먼트는 ‘amusement arcade’나 ‘funfair’와

같은 교육과 오락의 접목을 보여주는 용어로 새롭게 사

용되고 있고(Park, 2003), 현대 박물관의 운영에 적극적

으로 도입되는 요소이다. 기획전시와 <0914 아트프로젝

트>는 관람객이 핸드백의 패션성과 예술성을 모두 체험

할 수 있도록 인터액티브(Interactive) 장치와 다매체 기

법을 추가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기회전시 <여행가방>은 앤티크 여행가방의 소재와 디

테일을 직접 만져보는 촉각 위주의 체험을 제공했으며,

전시의 마지막 순서는 관람객이 우편엽서를 가방에 직

접 담음으로써 작품이 완성되었는데, 이는 마치 여행을

끝내듯 전시장을 나오도록 기획되었다. 다매체가 활용된

전시 <K. 팝쿠튀르>는 핸드백 제작과정을 담은 장인들

의 영상과 전통공예도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사진이

전시되었다. 진열장 속 작품을 수동적으로 감상하는 것

에서 탈피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것은 시각적 재

미와 창의적 경험을 제공한다. 상설전시의 공공성과 교

육적 기능과 달리, 기획전시는 스토리텔링에서 스토리

메이킹으로 문화엔터테인먼트 방식을 확장하고 있다.

<0914 아트프로젝트>는 핸드백을 청각, 촉각 등의 다

감각을 자극하는 실험적인 전시가 이루어졌다. 두 번째

전시 <가방을 든 남자>에 참여한『GQ』편집장 이충걸

은 관람객과 트위터(Twitter)에서 남자의 가방에 대한 흥

미로운 담론을 주고 받았다. 가방에 대한 사람들의 개인

적인 단상과 이야기는 전시장 내 대형 스크린에서 실시

간으로 상연되었다. SNS에서 이루어지는 관람객의 대

화가 작품으로 시각화된 것이다. 네 번째 전시 <가방의

소리>에서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원일 예술감독은 가방

에서 나는 소리를 채집하여 다큐멘터리 형식의 사운드

아트 작품을 제작하였다. 이는 소리와 리듬을 생산하는

가방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영상작품 이외

에도 가방을 구성하는 지퍼, 단추와 같은 부자재가 부착

된 설치작품을 제작하였다. 이는 관람객이 직접 사용해

보면서, 소리를 만드는 체험을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전시 <가방의 기억>은 미디어 전시였다. 참여

작가 잇 포인트 랩의 작품 ‘상대성’은 관람객이 참여하는

인터액티브 작품으로, 관람객은 직접 스크린 앞에 놓인

시계태엽을 감으면서 인터액션이 시작된다. 다른 시간

대의 영상과 함께 관람자의 움직임이 중첩되어 스크린

에 나타나고, 여기에 도자기로 만든 순백의 가방은 각기

다른 빛깔로 나타나면서 관람객의 터치에 반응하였다.

이러한 시도들은 패션전시에서 새로운 감상방법과 전시

연출기법을 개발한다. 핸드백은 예술작품이자 예술로 사

고하고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일상과 패션을 넘

어서고 있다.

3) 브랜드 마케팅으로 활용

Koh(2015)는 2010년을 기준으로 국내 패션전시 개최

빈도는 증가 추세이고,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에서 주최

하는 패션전시는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서울이라고 주

장한다.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홍보마케팅이라는 점에서

럭셔리 브랜드는 패션전시에 적극적이다(Kim, 2011).

패션전시는 브랜드의 정체성을 컨텐츠, 공간연출, 보조

장치와 같은 복합요소를 통해 공감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브랜드의 창의성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점에서

큰 매력을 갖고 있다. <0914 아트프로젝트>의 경우도 상

품만으로는 전달하기 어려운 브랜드의 가치와 철학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서 사료되는 브

랜드 마케팅 전략과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전시에서 0914 제품은 작품으로 승화하여

전시제목, 전시작품, 전시간행물에 소개되었다. 프로젝

트의 참여작가 26명 중 17명은 0914 제품이나 로고를 작

품에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Fig. 20>에서 백정기의 ‘인

간의 꽃’ 작품은 0914 가죽 핸드백에서 방부제와 색소를

추출하고, 그 방부제와 색소를 자연물인 꽃에 주입함으

로써 인공적인 색의 시들지 않는 꽃을 만드는 작업을 진

행했다. <Fig. 21>의 마이클 클레가(Michael Kleg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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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Bag’ 영상은 세 개의 0914 핸드백에 각각 고유한 캐

릭터를 부여해서 서로가 대화를 나눈다. 예술작품, 공예

품, 오래된 가방을 대변하는 핸드백 3점은 핸드백이 일상

적인 속성을 넘어서 삶의 진지한 고찰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0914의 가치관을 담는다.

전시광고 중에는 0914 제품으로 디자인되었거나, <Fig.

22>와 같이 전시 <0914 Bag Begins>는 0914가 전시제목

에 직접 드러났다. 이는 공식 런칭 전에 진행한 신생 브

랜드를 다방면에서 노출시키며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Bag is Rhythm』(Bag is Rhythm #4 Bagstage展 by 09

14, 2014)에서 시몬느 대표 박은관은 핸드백이라는 주

제의 예술적이고 본질적인 해석에 궁금증을 품는 것에

서 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회사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표현해 주는 작가가 있으리라는 기대감

을 나타내고 있다. 박은관은 참여작가의 새로운 시각과

표현을 제품에 담고, 0914 브랜드의 핵심 가치를 작가들

과 함께 찾고 싶다는 의사도 전하고 있었다. Cho(2015)

의 연구결과처럼, 전시관람객은 예술의 아우라를 더한

제품을 체험할 때, 제품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방향

으로 유도된다는 점을 <0914 아트프로젝트>는 현장에

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둘째, 전시와 부대행사는 고객과 직접적인 커뮤니케

이션의 장을 제공하였다. <0914 아트프로젝트>는 무료

로 개장하여 방문객의 접근을 높이고, 전시카달로그를

무상으로 배포하였다. 전시카탈로그는 0914의 런칭과정

을 기록하는 브랜드 책으로, 0914의 탄생 배경과 브랜드

담당디자이너를 소개하고, 0914의 철학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카달로그의 텍스트는 <0914 아트프로젝트>

가 자칫 추상적으로 소통될 수 있는 전시의 한계를 보완

하고 있다. 카달로그와 같은 간행물은 주최자인 0914에

게는 아카이브의 구축이고, 관람객이자 잠재적인 고객

에게는 소장의 가치를 표방하는 전략이 구사되는 것이

다. 이 외에도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하여 대중과 직접적

인 만남을 갖는다. 부대행사에서 방송, 일간지, 매거진

등 매체 기자와 에디터를 초청하고, 0914 제품을 증정하

는 것은 기존의 패션산업에서 일찍이 아트마케팅으로 많

은 결과물과 효과를 얻어 온 만큼 0914도 같은 목적에서

그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

IV. 결 론

『Art Space』인터뷰에서 발레리 스틸은 패션전시의 인

기요인에 대하여 패션전문가와 일반인 모두가 쉽게 감

상할 수 있는 대중성에 있다고 말한다(Blechman, 2013).

대중은 패션박물관 전시의 풍성한 컨텐츠 속에서 교육

의 기회와 예술적 영감을 얻고, 문화엔터테인먼트의 방

식으로 즐길 수 있다. 세계적인 패션하우스에서 패션박

물관을 적극적으로 건립하고, 기존의 박물관에서도 패션

전시를 시각예술로서 인정하는 것도 이와 같은 특성 때

문이다.

본 연구는 복식박물관학과 패션박물관학의 이론을 살

펴보면서 시대별 패션박물관 전시의 변천사와 사회문화

적 의미를 고찰하였다. 박물관에 패션이 등장한 시기는

20세기 후반이다. 이전의 박물관은 복식문화사의 이해나

타 문화의 탐구목적으로 전통복식과 민속복식을 전시하

Fig. 20. Beak, J's ‘Human Flower’.

From Bag is Science #3

Bagstage展 by 0914. (2014).

Fig. 21. Klega, M's ‘Talk-Bag’.

From Bag is Science #3

Bagstage展 by 0914. (2014).

Fig. 22. 0914 Bag Begins 展

po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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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복식박물관의 전시는 복식문화재의 역사를 알리고,

사회문화적인 가치평가에 비중을 두고 있다. 패션박물

관학의 전시는 소비상업주의, 스타마케팅 같은 물질문

화와 밀접하게 연계하고 있는 패션성을 중심 화제로 삼

는다. 패션디자이너를 기념비적인 인물로 창조하고, 감

각적인 전시디자인에서 극적인 경험을 유도한다. 국내외

복식과 패션전시의 사례연구는 각각의 개념과 특수성을

이해하고, 박물관과 패션의 새로운 협력적인 관계를 파

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중심 사례대상인 SHM은 국내 핸드백 전

문의 패션박물관이다. SHM에서 진행한 전시를 유형별

로 분류하여 상설전시, 기획전시, 브랜드의 아트프로젝

트 세 가지로 살펴보았고, 유형별 역할과 의미를 함께 도

출하였다.

상설전시는 패션아이템을 고고학적으로 연구조사하

여, 예술문화재로서 보존하고, 후대를 위해 인류의 문화

를 남기는 사회공동체적 역할을 꾀하고 있다. 상설전시

의 교육은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박물관의 역할과 방

향을 개발하는 점에서 박물관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수

행한다. 기획전시는 패션과 예술 사이를 교감하는 전시

장치가 더해지고, 재미있는 체험전시를 통해 문화엔터

테인먼트 방식을 갖는다.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한 쌍방

향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면서 관람객은 패션을 다양한

방법으로 경험하게 되었다. 브랜드의 아트프로젝트는 패

션하우스와 협력적인 관계를 갖고 한 브랜드를 총체적

으로 드러내고, 상품에 예술문화적 가치를 더하는 프로

젝트성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이는 브랜드의 인식을 긍

정적으로 높일 수 있는 마케팅의 일환이 된다. 브랜드의

이미지 메이킹과 마케팅의 도구로 패션전시의 역할이 확

장하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앞으로 패션전시문화에 관한 담

론이 형성되는 데 의의가 있고, 이 분야가 점진적이고 단

계적으로 발전하여 국내에서 나아갈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본 연구가 활용되기를 바란다. 후속연구로는 패션박

물관에서 소통되는 메시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론 개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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