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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era of new media, images hold an important position as episteme to express and convey ideas. Fa-

shion films provide dynamic and unique fashion images, differentiated from prior fashion media as a repre-

sentational tool for showing a realistic fashion image only; consequently, their production and spread are

increasing rapidly as a new fashion media. This study identifies the meaning and type of fashion images in

fashion films based on the concept of Deleuze's image that help discover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fash-

ion films as a new fashion media of an expressive tool. Literature research was conducted on new media,

concepts and types of images by Deleuze to analyze types of new media images. According to research, fa-

shion image in fashion film is defined as a fashion event; consequently, three types of new media images

are derived. As the result of the empirical study, fashion images in fashion films are classified by images of

realistic movement, variable time, and virtual experience. The results of the consideration show that fashion

films expressed fashion through temporality and narrative, senses, and diegesis. Fashion images of new me-

dia in fashion films portray fashion as a process that transcends reality and imagination.

Key words: Fashion film, Fashion image of new media, The image of realistic movement, The image of

variable time, The image of virtual experience; 패션필름, 뉴미디어 패션 이미지, 사실적 운동

의 이미지, 가변적 시간의 이미지, 가상적 경험의 이미지

I. 서 론

미디어의 기술적 발전은 이전 매체의 표현적 한계를

극복하고 패션에 대한 개념적 사유의 촉발 및 예술 의

지를 고양시킨다. 뉴미디어는 정보의 비물질적 전환과

조작을 통해 창조적 이미지를 생산해내고, 이미지는 생

각의 인식소로서 중요한 위치를 획득하였다. 동영상 전

문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영

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패션 커뮤니케이션은 온라인 및

모바일 공간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뉴미디어 이미지를

통해 패션의 표현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다. 뉴미디어 커

뮤니케이션 시대에 패션필름은 이전 미디어가 전달하

기 어려웠던 패션의 역동성과 독창적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패션 미디어로서 현대 패션 시스템 내에서 마케팅

적 목적에서부터 예술적 실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활

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패션 이미지는 의복 이미지로서 옷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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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는 실루엣, 소재, 색 등의 시각적 특징으로부터 갖게

되는 주관적 표상을 의미하거나(Chung & Rhee, 1992;

Lee & Lee, 1995), 물리적 상으로서 패션의 내용을 캔

버스, 사진 등과 같은 미디어를 통해 재현해낸 것을 의

미한다. 지금까지 패션 이미지는 주로 패션에 대한 인

간의 지각작용을 통해 마음속에 갖게 되는 관습적 형

상이나 의상의 조형적 특징을 통해 연상되는 특정한 형

태로서 논의되어 왔다(Kim et al., 2016; Kwon, 2011). 그

러나 최근 패션필름에 나타난 뉴미디어 패션 이미지는

물리적 제약에서 벗어나 독창적 시공간에서 패션의 표

현과 패션 이미지에 대한 시각을 새롭게 하고 있다.

이전까지 패션필름과 관련한 국내 선행연구들은 형식

적 측면에 집중하거나 패션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서 효

과나 움직임을 분석하는 등 피상적 특성을 고찰하는데

그쳤다. 또한 국외의 선행연구들은 영화적 장르에 집중

하여 뉴미디어가 가져온 표현적 변화에 따른 내용적 변

화를 간과한 측면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패션 미디어의 변화가 가져온 패션 이

미지의 내용적 변화를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뉴미디어

의 패션 미디어로서 패션필름을 주목하였다. 디지털 환

경에서 패션필름을 통해 나타난 뉴미디어 패션 이미지

의 유형을 분석하고 패션 이미지의 특수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뉴미디어 패션 이미지는 이미지를 물질이자 의

미를 생성하는 사건으로 바라본 Deleuze(1969/1999)의 이

미지 개념을 토대로 설명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뉴미디어의

패션 미디어로서 패션필름을 정의한다. 둘째, 패션필름

에 나타난 뉴미디어 패션 이미지의 속성을 파악하기 위

한 이론적 틀로 Deleuze(1969/1999, 1983/2002, 1985/2002)

의 이미지 개념을 고찰하고 뉴미디어 이미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뉴미디어 이미지의 유형을 도출한다. 셋째, 패

션필름에 나타난 뉴미디어 패션 이미지의 유형을 분석하

고 특성을 도출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하였다. 사례

연구를 위한 분석대상은 뉴미디어를 통해 소개 및 상영

되고 매해 공식적으로 수상작을 발표하고 있는 국제적 패

션필름 페스티벌 중 미국, 프랑스, 이태리, 영국 등 주요

패션 도시에 속해있고 동시에 개최되기 시작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 30일까지 7개 어워즈(La Jolla(3),

Miami(4), Chicago(7), ASVOFF(2), Milano(6), London

(3), Showstudio(1))에서 발표되고 작품성을 인정받은 패

션필름 26개를 선정하여 뉴미디어 패션 이미지의 유형

을 분석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패션필름

1) 패션필름의 정의

패션필름은 영상매체의 기술적 발전과 함께 등장한 패

션 미디어이다. 필름(film)이란 의사소통의 특정한 재료

와 매체를 기술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이다(Sobchack

& Sobchack, 1997/1998). 패션필름은 패션을 영화적 언

어로 표현한 독립적 장르로서 패션 브랜드, 디자이너, 온

라인 매거진, 영상작가 등에 의해 제작된 10분 내외의 창

작 영상물을 말한다. 패션은 19세기 필름이라는 동적 영

상매체의 등장으로 패션은 표현적 영역을 넓히기 시작

하였다. 초창기 패션필름은 디자이너의 컬렉션, 당시 패

션 트렌드의 소개, 제품의 제작 과정 등을 사실적으로 나

타내는데 집중했다(Soloaga & Guerrero, 2016). 그러나

2000년대 이후 패션필름은 의상의 형태를 그대로 나타

내어 전달하기보다는 독특한 영상 이미지를 창조해내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만들어지는 내러티브(narrative)를 통

해 패션을 표현하고 있다. 즉, 패션필름은 동적 이미지

의 단순한 나열이라기보다는 패션에 대한 제작자의 메

시지가 담긴 표현적 도구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패션필름을 패션 광고와 영상예술 사이에 위치하는 독

립적이며 복합적인 장르로 바라보고, 21세기 패션 미디

어로서 패션 브랜드 및 디자이너의 정체성, 시즌 컨셉, 패

션 트렌드, 패션과 관련된 주제 등을 뉴미디어에 의해

표현하고 온라인 및 모바일 공간에서 대중에게 공개한

창작 영상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뉴미디어의 패션필름

패션 미디어(fashion media)는 패션의 내용을 지각자

에게 전달하는 매체로서 주로 미술, 패션 사진, 패션 광

고, 패션쇼 등을 통해 정보나 사상을 전달하는 도구를 말

한다(Lee & Gaang, 2012). 일반적으로 미디어(media)는

지식이나 감정 등 인간 사이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

단을 말한다(Lee et al., 2008). 뉴미디어(new media)는

1980년대 이후 디지털에 기반을 두는 영상 미디어로서

이전의 매체와 구분되는 특성을 갖는 새로운 매체를 지

칭하는 용어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러

한 새로운 미디어는 정보의 전달 및 교환하는 방법,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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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처리하고 표현하는 기술, 두 개 이상의 미디어가 통

합된 도구의 형태적 측면 등에서 아날로그 매체와는 다

르다. 이전의 패션 미디어가 패션 모습의 사실적 구현 및

현실적으로 재구성하여 나타낸 재현적 이미지에 머물렀

던 것에 반해, 뉴미디어는 창조적 이미지를 통해 패션을

나타내고 있다.

패션필름은 뉴미디어의 기술적인 면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패션 미디어로서의 특성을 갖는다. 첫째, 패션필름

은 텍스트, 사운드, 동적 이미지가 통합된 형태의 멀티미

디어로 시각 중심의 의상을 다중적으로 표현하고 전달

한다.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이나 사진과 같은 이전의 패

션 미디어는 시각 중심의 단일 매체에 의존해야 했지만,

패션필름은 시청각적 동영상 형태로 패션을 공감각적으

로 표현해낼 수 있다. 둘째, 패션필름은 물리적 시공간의

제약 없이 구현할 수 있다. 중요한 패션 미디어로서 자

리 잡은 패션 잡지를 비롯한 패션쇼나 패션 전시 역시 다

른 미디어와 함께 독창적으로 패션을 나타낼 수 있지만,

소재의 물리적 한계와 일회성이라는 시공간적 한계를 갖

는다. 반면 패션필름은 보다 제한 없는 설치와 상영이 가

능하다. 셋째, 앞서 살펴본 특성들은 패션필름이 다른 패

션 미디어에 비해 제작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패션필름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제

작되고 인터넷을 통해 배급된다. 일부 브랜드에서는 초

호화 캐스팅, 막대한 제작 비용을 투자하여 많은 사람들

에 관심을 이끌기도 하지만, 다수의 패션필름 제작자들

은 적은 비용으로 패션필름을 제작하고 있다(Mau, 2015).

넷째, 패션필름은 무료의 온라인 동영상 커뮤니티를 통

해 불특정 다수의 대중들에게 공개함으로써 패션을 폭

넓게 전달하고 잠재적 소비자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이전

패션 커뮤니케이션은 제작자가 한정적 수신자에게 일

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패션 잡지는

타겟의 나이, 성별, 라이프스타일 등의 비교적 한정된 표

적집단을 갖고 대상 소비자들의 구매를 통해 내용이 전

달된다. 또한 패션쇼는 패션업계 종사자, 선택된 관중들

에게만 허락된, 즉 일방향의 제한된 커뮤니케이션이었

다. 반면 패션필름은 온라인 공간에서 불특정 관찰자들

과 폭넓게 공유될 수 있으며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전

파될 수 있다. 다섯째, 패션필름은 관객의 참여가 가능한

패션 미디어이다. 뉴미디어는 양방향의 실시간 소통 가

능한 공간을 만들어냈다. 최근 디지털 매거진『POST-

matter』는 밀라노에서 인터렉티브(interactive) 패션필름

인 ‘Ripple film’(2014)을 전시했다(Howarth, 2014). 이 필

름은 다른 패션필름들이 완성된 상태로 대중에게 패션

을 전달했던 이전의 방식과 달리, 스크린 앞의 센서를 통

해 관객의 움직임과 터치를 인식하고 프로그래밍 되어

있던 패션 영상과 관객의 상호작용을 통해 완성된다. 이

러한 ‘인터렉티브 패션필름’은 전문가가 하나의 패션 플

랫폼을 마련하고 그 위에서 관객이 주도하는 움직임에

따라 다양한 패션의 모습이 만들어지게 되는 새로운 패

션 미디어이다.

2. Deleuze의 이미지와 뉴미디어 이미지

1) 이미지

우리말 ‘영상(映像)’과 같이 사용되는 이미지(image)

는 사전적으로 영상기기를 통해 나타난 외적 형태, 시각

적 인상, 정신적 재현이나 생각 등의 의미를 갖는다(“Im-

age”, n.d.). 어원으로도 이미지는 복제를 뜻하는 라틴어

‘imago’와 환영(vision)이나 이상을 뜻하는 그리스어 ‘ei-

kon’, ‘phantasma’, ‘eidolon’ 등을 모두 내포하는 포괄적

인 개념이다(Mitchell, 1986/2005; Yu & Chin, 2001). 종

합해보면, 이미지는 현실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거나

상상의 세계를 표상화한 것을 의미한다(Lee, 2014).

뉴미디어의 등장은 이미지의 존재와 이미지에 대한

인간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고 뉴미디어 이미지에 대

한 본질적 문제를 제기하였다(Shim, 2012). 기록적 수단

이자 아날로그 매체를 기반으로 한 전통적 시각에서 이

미지는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허상이며 원전을 모방

한 복제물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러나 뉴미디어 이미지

는 본질적으로 창조적 속성을 갖는다. 뉴미디어가 복제

와 합성을 통해 만들어낸 이미지는 현실과 상상, 원전

과 복제, 물리적 형체와 탈물질적 상태 등을 모호하게

한다. 이러한 이미지는 어떤 것을 지시하지도 않고 형상

을 그대로 나타낸 것도 아닌 창조적 이미지라 할 수 있

다. 이미지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Deleuze(1969/1999)가

제시한 이미지 개념은 현대 사회에서 영향력이 확대되

고 있는 뉴미디어 이미지의 속성을 밝힐 수 있는 단초

를 제공하였다.

2) Gilles Deleuze의 이미지

(1) Deleuze의 이미지 개념

Deleuze(1969/1999)는 이미지를 의미를 만들어내는 주

체적 산물로서 특질을 지닌 채 변주하고 있는 것으로 바

라보았다. 즉, 이미지는 대상에 대한 모상이 아니라 비재

현적인 것이며 본질의 영역을 지닌 채 계속해서 변화 가

능한 역동적인 개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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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건(event)’과 ‘의미(sens)’의 개념을 토대로 하고 있

다. 사건은 선험적 경험을 바탕에서 인지되는 자연적 변

화를 의미하고 지시하는 순간 달아나기 때문에 순간적

인 것이며 근본적으로 지시할 수 없는 것이다(Lee, 2011).

Deleuze(1969/1999)는 이미지를 물질로 바라본 Bergson

(1896/2005)의 논의를 토대로 사건이 운동성을 갖고 있

으며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에 의미를 발생시킨다고 주

장하였다. 사물은 하나의 물질적 형체를 지니기 때문에

항상 그대로 있는 듯 보이지만 시간의 흐름과 함께 끊임

없이 운동하고 있는 것이며 순간적 변화가 현실적으로

가시화될 때 사물의 외적 특이성이 발생하고 이때 의미

를 생성한다는 것이다. 즉, Deleuze(1969/1999)는 사건이

자 의미를 물질의 개념으로 하고 사물 자체를 지시하는

것이 아닌 사물이 일으키는 탈물질적 차원의 것 역시 이

미지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논의에서 이미지는 유사성

으로부터 해방되어 독자적인 지위를 갖게 되고 사건과

의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계속해서 의미를 생성하는 역

동성, 자기 정체성, 지향성을 지니는 개념이 된다.

(2) Deleuze의 이미지 유형

Deleuze(1983/2002)는 영화매체가 시간의 이미지들을

나타낸다고 하고 연대기적 시간의 크로노스(chronos)와

중립적인 시간의 아이온(aion) 등의 두 가지의 시간의 개

념을 제시하였다. Deleuze(1983/2002, 1985/2002)는 영화

매체가 나타내는 동적 이미지를 각각 ‘운동의 이미지(mo-

vement-image)’와 ‘시간의 이미지(time-image)’ 등의 개념

을 들어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운동의 이미지는 연대기적 시간의 흐름을 통해 프레

임 안의 대상과 주위 요소들과의 관계를 나타내거나, 대

상을 이동시키고, 그 움직임들을 지속시키면서 나타나

는 이미지이다(Deleuze, 1983/2002). 다시 말하면, 운동의

이미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질적 변화, 즉

대상과 그 주위를 포함하여 전체적 상황의 변화를 일으

키는 동적 이미지이다. Deleuze(1983/2002)는 운동의 이

미지가 프레임(frame), 플랑(plan), 몽타주(montage) 등

영화적 장치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각, 감화, 행위, 충동

등의 구체적 이미지들을 생성한다고 주장하였다. 지각

의 이미지(perception-image)는 이미지의 총체적이고 객

관적 이미지이다. 인간의 지각은 감각기관을 통해 인지

되며 신체적 한계에 한정되고 관심을 끄는 것에 집중하

는 주관적 이미지이다. 객관적 이미지는 카메라를 통해

포착된 것으로 자연의 세계를 통째로 담아낸 기계적 이

미지이다. 지각의 이미지는 기계를 조작하는 인간의 개

입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보다도 현실에서 인

간의 능력으로 지각하기 어려운 것까지 포착할 수 있는

고속촬영과 같은 기술에 기반한 이미지이다. 한편, 감화

는 방향성을 지닌 감정을 말한다. 감화의 이미지(affect-

ion-image)는 외부 자극에 대한 사물의 내적 특질이 발현

되는 감정의 분위기가 가시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대표

적 예로, 얼굴의 표정은 자극에 대한 반작용의 결과로서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라는 ‘감각의 특질’이 잘 나타나고

감화의 이미지를 쉽게 포착할 수 있는 신체의 부분이다

(Deleuze, 1983/2002). 또한 감정의 변화는 클로즈업뿐만

아니라 불특정한 공간을 통해 표현되기도 하는데, 한 장

면 내 공간에 대한 정보가 불명확할 경우, 불확실한 공

간 속에서 빛과 조명에 의한 명암, 색의 상징성, 부드럽

고 딱딱함과 같은 재질감 등이 물리적 공간을 정신적 공

간으로 변화시킴으로써 힘의 특질이 표현되는 감화의 이

미지를 나타낼 수 있다(Deleuze, 1983/2002). 감화의 이미

지가 내적 감각의 특질이 가시적으로 나타낸 것이라면,

세 번째의 행위의 이미지(action-image)는 외부에서 사물

에 가하는 힘의 작용이 사물의 물리적 움직임을 일으키

는 질적 변화를 말한다. Deleuze(1983/2002)는 영화 내에

서 발생하는 환경과 대상의 관계가 모두 행위의 이미지

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행위와 전체의 유기적 관계나 전

이에 주재적 역할 등이 행위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중요

한 요소가 된다고 하였다. 즉, 행위의 이미지는 환경과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잠재적 작용

들의 현실화된 모습이다. 네 번째 충동의 이미지(impul-

se-image)는 무의식의 세계와 연결되어 나타나는 이미지

로서 감정과는 구분된다. 충동의 이미지는 인간의 본능

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원초적 행위를 말하며, 인물들

이 갖는 당위적이고 내재적인 것이다(Deleuze, 1983/2002).

충동의 이미지는 인간의 원초적 욕구에서 비롯되기 때

문에, 주위 환경과의 관련성 없이 한정된 공간 안에서 비

정형적으로 표출되며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욕구로서 충

동은 배고픔, 식욕, 성적 충동, 폭력, 죽음, 도착, 정열 등

의 인간의 본능적 행위와 같은 징후들을 통해 확인된다

(Deleuze, 1983/2002).

시간의 이미지는 비규정적이며 중립적인 아이온의 시

간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일탈된 형태의 운동의 이미

지이다. Deleuze(1985/2002)는 비서사적 영화가 만들어

내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주목하고, 동적 이미지의 다

른 유형으로서 ‘시간의 이미지’를 제시하였다. 시간의 이

미지는 원인과 결과, 시각과 청각 등의 유기적 관계가

깨진 순수한 시청각적 상황, 즉 ‘크리스탈적(crystal) 체

계’에서 나타난다(Deleuze, 1985/2002). 비서사적 구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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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는 인과관계를 무너뜨리며 비결정적인 크리스탈 체

계를 드러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상반되는 상황의

공존을 통해 맞닥뜨리게 되는 기괴함은 순수시간이 현

실화된 즉, 어떤 것이 현실인지 알 수 없는 식별 불가능

한 시점에서 발생하는 ‘크리스탈 이미지(crystal image)’

이다(Deleuze, 1985/2002). 크리스탈 이미지는 그 상반된

양면을 제거된 것이 아닌 모두의 가능성을 품은 ‘현실

태적’이며 ‘잠재태적’인 무수히 많은 의미를 발생시킬

수 있는 열려 있는 이미지이다(Deleuze, 1985/2002). 예를

들어, 초근접한 상황의 거울의 상과 타임 슬립(time slip)

에서 확인되는 현실과 상상 그리고 현재와 과거의 이질

적 시공간의 공존은 어디에든 속할 수 있는 가능성의 시

간이 나타난 크리스탈의 이미지이다. 이러한 이미지가

의미 있는 것은 현실과 허상을 구별하는데 있는 것이 아

니라, 동적 이미지가 시간이라는 방향성을 갖고 이질적

요소들의 공존과 비인과적 연결로 나타나는 이미지를

현실화시킴으로써 뉴미디어의 패션필름에서 나타나는

비경험적 이미지에 대한 인식의 근거를 제공했다는데

있다. 뉴미디어 공간은 현실과 상상이 공존하고, 시청각

적 동영상 형태의 이미지를 통해 생각의 교환이 이뤄지

는 탈물질적 가상의 공간이다. Deleuze(1969/1999, 1983/

2002, 1985/2002)가 제시한 자기 정체성, 지향성, 역동성,

비재현성, 탈물질성 등의 특성을 갖는 이미지 개념은 생

각의 자유로운 표현과 전달이 가능한 뉴미디어 이미지

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3. 뉴미디어 이미지의 유형

본 연구는 패션필름에 나타난 패션 이미지의 속성을 파

악하기 위한 이론적 틀로, Deleuze(1983/2002, 1985/2002)

가 제시한 영화매체에 나타난 이미지의 유형과 뉴미디

어가 갖는 극사실성, 조작성, 창조성 등의 속성을 전제

로 하고 시간성과 개연성을 기준으로 하여 뉴미디어 이

미지를 사실적 운동의 이미지, 가변적 시간의 이미지, 가

상적 경험의 이미지 등의 유형으로 다음과 같이 도출하

였다.

첫째, 뉴미디어의 동적 이미지는 현실과 같은 시간의

흐름과 개연성을 갖는, 즉 시간의 연대기적 흐름에 따라

표현되는 질적 변화이며 정보의 손실 없이 그대로 구현

가능한 사실적 운동의 이미지를 나타낸다. 뉴미디어의

사실적 운동의 이미지는 정보의 조작과 합성 없이 연출

된 자연적 인과관계에 따라 일어나는 사건으로 파악될

수 있고 인간의 경험으로 인지할 수 있는 사실성에 기

반을 두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선험적 경험으로 알 수 있

는 이미지이다. 패션필름은 뉴미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시청각적 동영상에 의해 패션을 나타낸다. 따라서 패션

필름에서 사실적 운동의 이미지는 현실을 재구성하고

지각, 감화, 행동, 충동의 이미지를 토대로 하는 패션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다. 패션필름은 영화적 장치를 통해

인간의 감각기관으로 놓칠 수 있는 신체 및 의상의 생동

감 있는 모습들을 포착하거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

되는 사건의 연속과 분위기를 통해 패션 이미지를 나타

낼 수 있다.

둘째, 뉴미디어는 정보의 변형과 합성으로 만들어진 창

조적 이미지로서 가변적 시간의 이미지를 나타낸다. 가

변적 시간의 이미지는 시간의 일정한 흐름을 따르지 않

고 경험으로 인지할 수 없는 상황 및 비인과적 사건을 통

해 나타나는 뉴미디어 이미지이다. 이러한 비경험적 이

미지는 사물의 외형을 변형시키거나 물리적 시간 및 공

간을 조작하고 이질적 시공간의 공존을 통해 만들어지

는 현실과의 개연성이 적은 이미지이다. 따라서 패션필

름에서 가변적 시간의 이미지는 경험으로 알 수 있는 물

리적 시간이 무시되고 비이성적으로 표현되는 사물과 사

건 및 움직임을 통해 파악될 수 있는 조작적 이미지이

다. 패션필름에서 뉴미디어의 조작은 현실적 시공간의

구속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와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신체에 종속되지 않은 능동적으로 변화하는 패션 이미

지를 표현해낼 수 있다.

셋째, 뉴미디어 이미지는 사실적 운동과 가변적 시간

의 이미지가 공존하는 복합적 이미지로서 가상적 경험

의 이미지를 나타낸다. 뉴미디어는 크리스탈 이미지에

머물지 않고 현실과 같은 물리적 시간의 흐름 속에서 실

제와 같이 구현한 가상적 경험의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

다. 가상적 경험의 이미지는 연대기적 시간 위에서 크리

스탈 이미지가 제공하는 초현실적 사건을 실제와 같이

구현시켜 가상공간에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이미지

이다. 뉴미디어는 사물의 조작 및 합성을 통해 대상을

왜곡하고 변형하거나 또는 새로운 모습으로 창조하여

비개연적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가상적 경험의 이미지

는 경험으로는 식별 불가능하지만 물리적 시간의 흐름

속에서 창조된 이야기를 통해 현실과 같은 착각을 불러

일으키는 시뮬레이션(simulation)의 이미지이다. 패션필

름에서 가상적 경험의 이미지는 현실과 초현실적 사건

의 공존이 초래하는 착각의 이미지를 통해 파악될 수 있

고 패션에 대한 상상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정

리한 개념도는 <Fig.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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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패션필름에 나타난 뉴미디어

패션 이미지 유형분석

1. 패션필름의 뉴미디어 패션 이미지의 유형

패션필름에 나타난 뉴미디어 패션 이미지는 뉴미디어

이미지 유형에 따라 <Table 1>과 같이 분류되었다. 패션

필름에서 뉴미디어 패션 이미지는 일반적인 디지털 영

화와 달리 영상시간이 매우 짧고 전달하고자 하는 패션

이미지를 집약적으로 나타내었으며 지배적인 단일의 이

미지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1) 사실적 운동의 패션 이미지

패션필름에서 사실적 운동의 이미지는 실현 가능한 이

야기를 통해 현실적인 패션의 모습을 시간의 흐름에 따

라 사실적으로 재구성하여 패션의 사실적 이미지를 나

타냈다. 패션필름은 연상적 지각, 추억의 감화, 희극적 행

위, 쾌락적 충동 등으로 패션의 사실적 이미지를 나타났

다. <Legs are not Doors>(2015)는 여성에 대한 느낌에 답

하는 인터뷰 및 획득된 감각적 어휘와 인물들이 착용하

고 있는 의상 및 신체의 일부분을 근접거리에서 연결시

키고 비비드한 화면색과 촉각적 효과를 통해 독립적 여

성들의 강렬하고 과감하면서도 부드러움이 공존하는 연

상적 지각의 패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Fig. 2>는 ‘여

성’을 의미하는 말과 의상을 연결시키며 자신의 브랜드

상품을 지각시키는 연상적 지각작용을 통해 시즌 컨셉

을 나타내었다. 패션필름을 통해 표현된 지각적 연상작

용의 과정은 연출된 것이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

을 만들어내고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것들을 재창조하

여 패션의 주제를 표현해낸 사실적 운동의 이미지이다.

<Homeward>(2015)는 인물의 표정이나 특정하지 않은

공간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통해 일어나는 감정변화로

패션을 표현하였다. 헤어진 두 주인공이 과거에 즐거웠

던 기억을 회상하고 현실의 모습과 교차를 통해 그리움

의 감정을 나타냈다. 이러한 감정적 변화는 특별하게 조

작된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회상이라는 경험

Fig. 1. The concept and types of new media images.

Table 1. The types of fashion images of new media in fashion films

The types of

new media image
Fashion films Quantity

The image of

realistic movement

<The Chase>(2014), <Homeward>(2015), <Jumper>(2015), <Hungry for Love>(2015), <Outlaw>

(2015), <Escandalo>(2013), <Legs are not Doors>(2015), <The Revolution>(2015), <Breaking Rules>

(2015)

9

The image of

variable time

<Nubivagant>(2015), <Entropy>(2014), <Lure>(2015), <The Coded Body>(2016), <Control>(2014),

<LEARN itSELF>(2014), <Blue and You>(2016), <XXSOFIA>(2016), <IIMUAHII> (2015), <Omi-

nous>(2015)

10

The image of

virtual experience

<Kiss of a Siren> (2014), <Silver Girl>(2015), <The Legend of Lady White Snake>(2012), <The

Purgatory of Monotony>(2015), <Pippin and the Pursuits of Life>(2016), <La Ragione>(2012),

<Snowbird>(201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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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소재를 통해 인물들의 감정으로 드러나는 표정으로

나타냈다. <Fig. 3>은 과거와 현재가 섞이는 기억의 이미

지를 소재로 두 인물들의 감정변화에 집중하였고, 그리

움의 감정이 추억의 감화로 표현된 패션 이미지를 나타

냈다. <Fig. 4>는 낯선 남자가 한 가족들과 개별적으로

관계를 맺고 가부장적 가족이 해체되는 모습을 나타냈

다. <Jumper>(2015)에서 사실적 운동의 이미지는 외부

인이 한 가정에 개입되면서 일어나는 분위기의 전환에

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충동적 욕구의 해방이 여성성

의 사회적 관행을 전복시키고 소외된 남성들의 모습을

희화화시켜 분위기를 바꾸는 희극적 패션 이미지이다.

<Hungry for Love>(2015)는 뚱뚱한 외모의 두 남녀가 우

연히 만나 감정적 유대감을 만들어가는 사건을 나타냈

다. <Fig. 5>는 본능적 집착으로 표현된 두 사람의 극단

적 식욕과 외부인을 통해 표현된 아름다움에 대한 사회

적 고정관념을 대립시켰다. 이는 식욕이라는 본능적인

충동과 아름다움이라는 사회적 기준의 충돌을 희화화시

키고 ‘나는 다시 태어날 것이다’라는 말과 행동을 통해

작가의 아름다움에 대한 사회적 시선에 적극적으로 대

응하며 미적 기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였다. 주인공의

행위와 극적 분위기를 통해 나타난 사실적 운동의 이미

지는 유머러스한 행위의 전환을 이끌기보다는 식욕과

같은 충동의 이미지가 패션에 대한 쾌락으로 표현된 쾌

락적 충동의 패션 이미지이다. 또한, <The Chase>(2014)

는 고양이와 쥐의 사이처럼 두 사람 사이의 쫓고 쫓음을

패션의 수욕주의적 위험함을 나타냈다(“The Chase”, n.

d.). <Fig. 6>은 장소적 공간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지만,

사실적 운동의 이미지는 이러한 장소적 배경과 인물의

행동과의 관계 속이 아닌 화면 중간에 화려하게 빛나는

목걸이, 수려한 디테일의 의상, 주인공의 응시하는 눈을

교차시킨 프레임 등을 통해 나타났다. Lacan(1981/2009)

은 응시를 결여의 충족을 위한 상징적 표상이라 하였다.

주인공이 바라보는 시선과 행위가 나타내는 것은 쫓고

쫓아도 잡을 수 없는 결핍이며, 패션에 대한 인간의 물신

주의적 욕망의 표현이다. 따라서 <The Chase>(2014)는

소유하고자 하는 강한 인간의 욕망을 쾌락적 충동의 이

미지로 나타내고, 이를 통해 패션에 대한 욕망과 거칠지

만 화려한 분위기의 패션 이미지를 표현해냈다.

2) 가변적 시간의 패션 이미지

패션필름은 인과적 내러티브를 따르지 않고 뉴미디어

의 조작과 합성으로 만들어지는 이질적 시공간의 공존,

비정형적 형상, 대상의 퍼포먼스 등과 같이 경험으로는

알 수 없는 조작적 이미지를 통해 패션을 표현하였다.

패션필름은 가변적 시간의 이미지를 통해 의상의 조형성

에 대한 고정관념을 무너뜨리고 감각적 새로움을 제시

하는 패션 이미지를 나타냈다. <LEARN itSELF>(2014)

는 잠재된 의식이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동일한 인물을

흑과 백으로 구분하고 시간의 속도조절을 통해 인체와

의상의 퍼포먼스를 강조하여 패션을 표현하였다. <Fig.

7>에서 의상의 실루엣은 공중에서 유동적이고도 입체적

으로 표현되었고 계속해서 변화해가면서 그려지고 있는

역동적 선과 면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간의 속도조절을

통해 움직임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불확정적 실루엣을

나타낸 가변적 시간의 패션 이미지이다. <Nubivagant>

(2015)는 물고기가 지상에서 헤엄치거나 주인공의 얼굴

과 새를 중첩시키고 바람과 함께 여주인공들이 공중에

서 사라지는 초자연적 사건을 나타냈다. 이러한 초현실

적 이미지들은 비서사적 형식을 토대로 ‘구름을 해매거

나’ 혹은 ‘공기로 움직이는’ 모습으로 패션을 표현하였

다. <Fig. 8>은 시즌 디자인 컨셉의 실루엣이나 소재와 같

은 조형적 특징들이 서로 다른 시공간 속에서 공존하거

나 유연한 움직임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부드러

운 화면효과로 표현되었다. 이는 소녀들의 순수함과 비

현실적 상황이 일으키는 기괴함이 패션 이미지로 나타

난 가변적 시간의 이미지이다. <Blue and You>(2016)는

1970년대 한 마을을 배경으로 10명의 독특한 사람들의

모습을 ‘블루’의 패션 이미지로 나타냈다. <Fig. 9>는 비

연속적 장면들이 연결된 비서사적 구성으로 하여, 등장

인물들이 동문서답하는 대화, 장면과 음향의 비연결성,

비인과적 행동 등이 상황의 이해를 어렵게 하는 가변적

시간의 이미지를 나타냈다. 이러한 이미지를 통해 <Fig.

9>는 데님을 상징하는 블루의 다양한 색조, 비정형적인

착장형태, 블루와 연결된 인물들의 기이한 모습 등의 강

조를 통해 패션을 표현하였다. 이는 비인과적 행위와 더

불어 데님의 조형적 요소들을 감각적으로 강조한 가변적

시간의 패션 이미지이다. 또한, <The Coded Body>(2016)

는 가변적 시간의 이미지를 통해 신체의 데포르마시옹

(deformation)을 나타냈다. <Fig. 10>은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없는 진공과 같은 공간 속에서 유일하게 움직이고 있

는 신체의 모습을 나타냈다. 식별 불가능한 공간 속에서

신체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왜곡되었고 매우 유

동적으로 나타났다. 비정형적으로 움직이는 형상은 신

체의 형태라는 인식을 무너뜨린 가변적 상태의 인체의

모습이다. Deleuze(2001/2008)는 감각은 지각인 아닌 감

관을 통해 인지되는 것이며, 감정이 형상을 해방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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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였다. 따라서 <Fig. 10>은 인체의 아름다움을 감각

적 상태로서 표현해낸 가변적 시간의 이미지이다.

3) 가상적 경험의 패션 이미지

패션필름은 가상적 경험의 이미지를 통해 현실을 모

방한 시공간을 만들고 그 속에서 상상의 이야기를 현실

과 같이 생동감 있게 표현해냈다. 가변적 시간의 이미지

가 서사를 버리고 감각적 패션의 이미지에 집중했다면,

뉴미디어의 가상적 경험의 이미지는 전설이나 상상의

내러티브를 토대로 자극적 이미지와 초현실적 이야기를

디제시스(diegesis)로 한 패션 이미지를 나타냈다. <The

Legend of Lady White Snake>(2012)는 수백 년 동안 전

해 내려온 중국 민간전설『백사전』을 토대로 등장인물

들의 창조와 묘사하였다. <Fig. 11>은 주인공의 경험담

을 말하는 나레이션에 따라 서사적으로 장면을 구성하

고, ‘뱀’이라는 전통적으로 관능과 여성성을 상징하는

동물의 반인반수의 상상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표현해

냈다(Rhew & Kim, 2011). 이 작품은 알렉산더 맥퀸(Al-

exander McQueen)을 기리기 위해 제작되었다(“PFF 2015”,

2015). Blow(as cited Evans, n.d.)에 따르면, 맥퀸의 작품

은 지금의 것을 만들기 위해 과거와 사보타주(sabotage)

로부터 아이디어를 얻고, 역사를 에로틱한 장치로 사용

하여 여성의 억눌려진 욕망의 대상으로 하는 전위적 패

션을 보여주었다(Bancroft, 2012). <Fig. 11>은 초현실적

가상의 공간 속에서 현실과 가상을 섞어 착각을 일으키

는 가상적 경험의 이미지를 나타냈다. 이는 시간을 넘나

들며 만들어내는 상상의 공간 속에서 패션을 그로테스

크적 아름다움으로 표현해낸 패션의 디제시스 이미지이

다. <Kiss of a Siren>(2014) 역시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

는 인어 사이렌(siren)이 인간 세상에 오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를 토대로 사이렌과 이를 바라보는 시선의 프레

임을 통해 가상적 경험의 이미지를 나타냈다. <Fig. 12>

에서 사이렌은 현실과 같은 공간에서 상상의 대상을 젊

고 관능적인 여성으로 창조되었고, 상상 혹은 동화와 같

은 ‘인어공주’의 모습이 아닌 섹슈얼한 여성의 모습으로

사실적이게 표현되었다. 또한 그 과정은 인간의 도움으

로 등장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이들로부터 쫓겨 공중으로

사라지기까지 물리적 시간의 흐름에 의해 인과에 따라

나타났다. 이는 현실과 상상이 공존하는 가상적 경험의

이미지이며, 패션을 신비하고 화려함 속에 공존하는 관

능적인 여성미로 표현해낸 패션 이미지이다. <Snowbird>

(2016)는 주인공이 사막을 돌아다니며 여러 사람들에게

케이크를 나눠주면서 겪게 되는 유랑민의 비애를 주제

로 하고 있다(Nnadi, 2015). <Fig. 13>에서 주인공은 강한

바람을 뚫고 다른 유랑민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

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사건의 전환은 젊은 여성이

마지막으로 방문한 트럭에서 나타났다. 이 장면에서 주

인공은 케이크의 촛불을 끔과 동시에 갑작스럽게 노인

으로 변하였는데, 이는 시간의 흐름을 현실과 초현실적

사건을 혼합하여 가상적 경험의 이미지를 나타낸 것이

다. 즉, <Snowbird>(2016)는 Kenzo의 2016년 S/S 시즌 컨

셉을 서사와 여정으로 담아(Jackson, 2016), 가상의 공간

속에서 보헤미안의 감성의 경험을 패션 이미지로 나타

내었다.

2. 패션필름에 나타난 뉴미디어 패션 이미지의 특

성 논의

패션필름에 나타난 뉴미디어 패션 이미지의 유형분석

을 통해 뉴미디어 패션 이미지의 특수성을 도출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필름은 시간성을 갖는 패션 미디어로서 역

동성과 내러티브에 의한 패션 이미지를 나타냈다. Dele-

uze(1969/1999, 1983/2002, 1985/2002)의 이미지 개념과

뉴미디어 이미지가 나타내는 동적 이미지의 핵심은 시

간과 방향성에 있다. 패션필름에 나타난 사실적 운동의

뉴미디어 패션 이미지들은 연대기적 시간을 토대로 패

션의 서사를 표현하였다. 서사(narrative)는 하나 혹은 일

련의 사건들을 매체를 통해 진술하는 것으로, 시간이나

인과관계에 따라 의미 있게 연결된 사건을 기호로 나타

낸 것이다(Genette, 1980/1992; Onega & Landa, 1996). 패

션필름에 나타난 사실적 운동의 이미지는 시간의 획득

과 선형적 시간의 흐름의 차이를 이용하여 의상이나 신

체의 모습과 위치를 바꾼 지각적인 패션 이미지, 그리움

과 사랑을 통한 감정의 패션 이미지, 행동을 통해 분위

기를 전환시켜 나타낸 희극적 패션 이미지, 쾌락적 충동

으로 나타난 패션 이미지 등의 사건으로서 패션을 표현

하였다. 패션필름은 이러한 사실적 운동의 이미지를 통

해 독립된 시공간 속에서 패션의 내러티브로 나타냈다.

패션필름에 나타난 뉴미디어 패션 이미지는 시간의 순

행적 흐름이 일으키는 패션의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둘째, 패션필름은 의복의 조형적 표현에서 벗어나 감

각적 패션 이미지를 나타냈다. 패션필름에 나타난 가변

적 시간의 이미지는 음향, 언어, 오브제의 특성, 스토리

등 형태의 표현을 넘는 패션 이미지를 나타냈다. 이러한

다감각적 장치들은 패션을 직접 입혀지거나 맛볼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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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representative photogram of new media fashion images in fashion films

New media

fashion images
The representative photogram of fashion films

The image of

realistic movement

 Fig. 2. The fashion image of realistic movement: <Legs are not Doors>.

Captured by author from Weir. (2015). https://www.youtube.com

Fig. 3. The fashion image of realistic movement: <Homeward>.

Captured by author from Montgomery and Franer. (2015). https://vimeo.com

Fig. 4. The fashion image of realistic movement: <Jumper>.

Captured by author from Anderson. (2014). https://vimeo.com

Fig. 5. The fashion image of realistic movement: <Hungry for Love>.

Captured by author from Ambrosino. (2015). https://www.vimeo.com

Fig. 6. The fashion image of realistic movement: <The Chase>.

Captured by author from Sheldon. (2014). https://vime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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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지만, 시각과 청각에 의해 인지된 정보와 촉각이나 후

각 등의 연상적 효과와 카메라 기법을 통한 표면효과를

통해 시각적 촉각을 일으키고 패션의 재질감 및 율동감

을 창출하였다. 패션필름에서 나타난 가변적 시간의 패

션 이미지는 <Fig. 8><Fig. 9>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연

대기적 시간에 의한 이야기에 의존하지 않고 의복의 전

통적 형식을 무너뜨리며 독특한 패션의 조형미를 만들

어 냈다. 특히, 가변적 시간의 이미지에서 나타난 비인과

적 연결과 오브제의 클로즈업의 효과는 대상의 재료적

특성을 주목시켜 패션 브랜드에서 제안하는 시즌 테마

를 감각적 영상의 패션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즉, 패션

필름은 가변적 시간의 이미지를 통해 감각적 사건으로

서 패션 이미지를 나타냈다.

셋째, 패션필름에 나타난 뉴미디어 패션 이미지는 기

술적 상상을 통해 패션에 대한 인간의 주관성을 회복하

였다. 뉴미디어 이미지는 상상이 현실화되는 창조적 공

간이자 탈물질적 공간이다. 뉴미디어의 가상적 경험의

이미지는 인간의 주관, 상상, 감정 등이 강조되는 이미

Table 2. Continued I

New media

fashion images
The representative photogram of fashion films

The image of

variable time

Fig. 7. The fashion image of variable time: <LEARN itSELF>.

Captured by author from Rubinstein and Marchello. (2014). https://vimeo.com

Fig. 8. The fashion image of variable time: <NUBIVAGANT>.

Captured by author from Mees. (2016). https://vimeo.com

Fig. 9. The fashion image of variable time: <Blue and You>.

Captured by author from Westenberg. (2016). https://www.youtube.com

Fig. 10. The fashion image of variable time: <The Coded Body>.

Captured by author from Thompson. (2016). https://vimeo.com



패션필름에 나타난 뉴미디어 패션 이미지 유형분석

– 1095 –

지이다. 패션필름은 이전의 미디어와는 차별화되는 비

재현적 표현의 도구이며 패션에 대한 인간의 감성과 상

상을 자극시키는 창의적 표현의 도구이다. 패션필름에

나타난 가상적 경험의 이미지는 전설이나 상상의 이야

기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현실화함으로써 인간의 주관

성이 강조된 패션의 모습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가상적

경험의 패션 이미지는 패션에 대한 이성적 사고를 배제

하고 영화적 허구를 통해 감성과 감각을 강조한 패션의

디제시스를 나타내었다. Deleuze(1985/2002)가 제시한 식

별 불가능의 크리스탈 이미지는 뉴미디어에 의해 연대기

적 시간을 얻어 현실에서 일어나는 가상의 경험을 제공

하고 있다. 패션필름에 나타난 뉴미디어의 패션 이미지

들은 상품적 가치를 패션의 내러티브에 의한 예술적 가

치의 대상으로 전환시키고, 패션에 대한 상상을 독창적

시공간에서 일어나는 가상적 사건으로 나타내었다.

IV. 결 론

제2의 사회문화적 공간으로서 뉴미디어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뉴미디어의 패션 미디어로서 패

션필름은 다중적 매체이자 조작적 도구로서 패션 이미

지에 대한 관습적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다. 또한 뉴미디

어 패션필름은 패션 이미지를 통해 패션을 표현하고 소

통하는 방식을 바꾸었다.

본 연구는 뉴미디어의 패션 미디어로서 패션필름을 조

명하고 패션필름에 나타나는 뉴미디어 패션 이미지의 특

수성을 Deleuze(1969/1999, 1983/2002, 1985/2002)의 이

미지 개념과 뉴미디어의 특수성을 토대로 한 유형분석을

통해 정의하고자 하였다. 패션필름에 나타난 패션 이미

지는 뉴미디어 이미지 유형에 따라 각각 실현 가능한 이

야기나 현실의 재구성을 통해 스타일의 형태, 감정의 변

화, 전환적 행위, 충동 등을 나타낸 사실적 운동의 패션

이미지, 뉴미디어의 합성과 조작을 통해 비개연적 패션

의 모습을 나타낸 가변적 시간의 패션 이미지, 전설이나

초현실적 이야기를 통해 패션을 표현하고 상상적 경험을

제공하는 가상적 경험의 패션 이미지 등의 유형으로 분

석되었다. 패션필름에 나타난 뉴미디어 패션 이미지는

각각 패션의 내러티브, 패션의 감각, 패션의 디제시스 등

Table 2. Continued II

New media

fashion images
The representative photogram of fashion films

The image of

virtual experience

Fig. 11. The fashion image of virtual experience: <The Legend of Lady White Snake>.

Captured by author from Indrani. (2015). https://vk.com

Fig. 12. The fashion image of virtual experience : <Kiss of a Siren>.

Captured by author from Gauthier and Pashuta. (2014). https://youtube.com

Fig. 13. The fashion image of virtual experience: <Snowbird>.

Captured by author from Baker. (2016). https://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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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건으로 하는 패션의 모습을 나타내었다. 이전의 사

진과 같은 패션 미디어가 패션 이미지를 정형적 결과물

로 포착했다면, 이미지에 대한 Deleuze(1969/1999, 1983/

2002, 1985/2002)의 논의를 토대로 뉴미디어 이미지 유형

에 따라 패션필름을 분석한 결과, 뉴미디어 패션 이미지

는 사건이자 상태로서 현실과 상상을 넘나드는 과정 및

상태로 패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패션필름을 통해 뉴미디어 패션 이미지는 패션에 대

한 창조성과 미적가치를 고취시키고, 패션에 대한 표현

적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으며, 다양성을 요구하는 현대

패션에서 패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새로운 도구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21세기 동영상 기반의 뉴미디어 패션 이미

지에 대한 내용적 연구가 부족한 시점에 뉴미디어의 패

션 미디어로서 패션필름에 나타난 뉴미디어 패션 이미

지의 의미를 규명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패션필름에 나타난 뉴미디어 패션 이미지의 유형

별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최근 패션 산업에서 다양하게

제작 및 활용되고 있는 패션필름의 실무적 활용과 이해

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후속연구로서 패션필름

의 유형과 패션필름이 나타내는 패션 이미지의 표현적

특성 분석을 위한 객관적 틀의 마련한다면, 21세기 현대

패션의 담론의 장으로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패션

필름의 패션 이미지가 함의하는 패션의 메시지를 밝히

는데 의미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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