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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d the type of format and content expression of fashion 

films, from the perspective of promotion and advertisement. For the analysis, 

a reference research and case study were employed. Our results showed that 

the format type of fashion films are categorized as movie type; films that 

convey a story through lines and provide an interesting element as well as 

artistic value;, video clip films which consist of intriguing sections in a 

short-length film;, animation type; films that deliver a message through the 

virtualized world and a created character;, and music video fashion films that 

use the musical  technique to convey how the story of fashion film is 

structured. The type of content expression of fashion films are divided into 

direct expression, which exposes the collection of clothes and accessories 

directly in fashion films;, metaphorical type; which visually delivers the brand 

image and product;, and the documentary type; that delivers the brand story 

and historical facts related to the brand. The study on the analysis of fashion 

films through type of format and content expression shows how fashion 

brands effectively and strongly promote their products, enhance their brand 

values, and increase an interest among the custo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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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세기의 디지털화와 인터넷의 발전으로 소비자들에게 대21

량의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기업들, 

은 수많은 브랜드들과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소비자를 만

족시키고 차별화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기 위해 

자사 브랜드의 흥미로운 스토리를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고 있다.  

패션 분야에서는 각 브랜드의 스토리를 효과적으로 전  

달하여 소비자의 내면과 감성을 충족시키고자 시간과 공

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소비자와의 소통이 가능한 패션필

름을 활용하고 있다 패션필름은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 

를 전달하고 브랜드의 영향력을 키우는 상업적인 목적뿐

만이 아니라 예술적인 가치도 높게 평가받고 있다 패션필. 

름은 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샤2000

넬 이나 프라다 등 소비자와의 소통과 홍보(Chanel) (Prada) 

를 중요히 여기는 브랜드에 의해 꾸준히 제작되고 있다. 

패션필름의 영향력과 가능성은 점점 더 확산되고 있으며, 

년을 전후하여 전 세계 패션과 영상산업 중심 도시들2012

에서 ASVOFF(A Shaded View of Fashion Film), 

등과 같은 글NYFFF (New York Fashion Film Festival) 

로벌 패션 필름 페스티벌이 연이어 등장하며 매해 개최되

고 있다(Lee, 2015).

패션브랜드에서 제작하는 패션필름의 수가 꾸준히 증가  

하며 패션필름이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에 있다 패션, .  

필름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패션필름의 미학적 가치나 특

성에 대해 다루고 있는 연구(Sejin Kim & Ha, 2015; H. 

Kim & Young-sam Kim, 2015;  Sunyoung Kim, 

패션쇼에서 보여진 패션필름 영상 및 디지털 패2013a), 

션쇼 패션필름을 (Cho & Suh, 2014; Uh & Park, 2011), 

통한 브랜드커뮤니케이션의 혁신이나 스토리텔링에 관한 

연구(Songmi Kim & Yikyung Kim,  2013; Hong & 

특정 디자이너나 브랜드를 통해 Youngin Kim,, 2013), 

영상패션에 대한 연구(Sunyoung Kim, 2013b; Jang & 

등이 있다Yang, 2010) . 

패션필름은 브랜드나 제품의 홍보를 위해 제작되는 경  

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들 선행연구는 홍보나 광고의 개념

에서 연구되기보다는 주로 패션필름의 미학적 가치와 의

미를 중점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 

패션필름의 제작 목적인 홍보와 광고의 시각에서 패션필

름의 형식과 내용표현에 따른 유형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러한 연구는 패션브랜드의 패션필름과 관련된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연

구의의가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사례분석을 병행하였는데  , 

문헌연구는 패션관련 서적 및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이루

어졌으며 사례분석은 패션브랜드의 공식 웹사이트와 유튜, 

브 를 바탕으로 진행하였다(Youtube) . 

연구범위로는 패션브랜드의 공식웹사이트에서 비디오영  

상 컨텐츠를 제공하는 동시에 패션브랜드에서 직접 관리

하는 유튜브 공식채널을 통해 소비자들과 원활하고 지속

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해외패션브랜드 중 연구 시작 

시점인 년 월 일 기준으로 유튜브의 채널 구독자2016 5 10

수를 조사하여 구독자수가 가장 많은 개 패션 브랜드7 , 

Chanel, Dior, Fendi, Gucci, Louis Vuitton, Prada, 

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개 브랜드의 패션필름은 무H&M . 7

료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가 국가별 현지화 서비스를 

시작하여 패션필름의 제작과 확산이 더욱 쉽게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년부터 최근 년까지의 기간 2007 2016

중 발표된 필름으로 한정하였다 패션필름의 사례는 본 연. 

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패션필름의 형식과 내용표현을 고

려하여 각각의 특징을 명확히 드러내는 사례들을 분류하

는 작업을 통해 총 편의 패션필름으로 선정하였으며29 , 

유형별 분류 사례들은 대학원 과정의 패션디자인 전공자 

중 패션업체에서 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패션전문가 인5 5

의 검증을 거쳐 최종 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 이. 40

하의 단편 패션필름으로 사례의 조사범위를 한정하였는데 

이는 영화관이나 를 통해서 관람해야 하는 중장편 DVD

필름이 아닌 장소와 시간의 제약 없이 짧은 시간 내에 다

수의 소비자들에게 홍보나 광고의 목적이 강조되어 제작

된 필름들을 중심으로 연구하기 위해서이다. 

패션필름의�개념�및� 변천II.�

일반적으로 필름은 상영시간에 따라 장편 중편 단편으로 , , 

분류될 수 있다 단편영화는 보통 상영시간이 보통 분. 40

이 넘지 않는 영화를 말하며 중편은 시간 전후의 길이, 1 , 

장편영화는 일반적으로 상영시간이 분 이상의 길이가 70

보통이다 주로 중장편 영화는 극장용 영화로서 상영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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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단편영화는 시청각교, 

육매체로서의 가치가 인식됨에 따라 교육용 뉴스용 홍보, , 

용으로 제작된다(Movie Dictionary, 2004).  

패션필름은 패션을 주제로 제작된 필름의 요소를 가진   

영상물로 소비자와의 소통을 위해 패션브랜드들이 활용하, 

는 효과적인 홍보수단 중 하나이다 패션필름은 년대. 2000

에 들어서면서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보편화로 인

해 현재의 형태로 고착화되고 적극적으로 제작되기 시작

하였다.  

패션필름의 형식과 기능은 한 세기를 거치면서 변화해  

왔는데 최초의 패션필름은 년 런던에서 발표된 , 1910

로 기록된다‘Fifty Years of Paris Fashion 1859~1900’

세기 초 패션필름은 뉴스릴(Cho & Yoo, 1997). 20

뉴스영화 을 통해서 대중에게 상영되었는데(Newsreel, ) , 

뉴스릴의 시초는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실외에서 일상생활

의 모습들을 초기 카메라로 촬영한 것이었다 본격적인 뉴. 

스형식의 필름은 년 시작하여 스포츠 패션 정치 등 1895 , , 

다양한 분야로 주제를 확대해 나갔다(“History of the 

패션뉴스릴은 당시의 최신 유행을 보Newsreel”, 2008). 

여줌으로써 시각적 즐거움을 선사하는 동시에 시각적 소

비를 이끌어내었다 년부터 년대(Inserra, 2013). 1910 1920

까지 제작된 뉴스릴의 패션필름은 정적인 촬영기법을 주

를 이루었으며 필름에 등장하는 모델은 움직임을 최소화

함으로 복식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다(Finamore, 

년대 후반에는 유성영화가 등장하면서 음향이 2013). 1920

도입되었고 움직임을 최소화하였던 이전의 뉴스릴에 비해 , 

모델들에게 설정된 상황과 역할을 연기하게 하여 점차 다

양하고 풍부한 표현의 형태로 발전하였다(Hanssen, 

그러나 년대부터 년대까지 대부분의 패션2009). 1920 1940

디자이너들은 움직이는 사진을 비하하는 경향이 존재하여, 

이 시기에 패션하우스에서의 패션필름 제작이나 패션필름

의 발전은 크게 확산되지 않았다(Bruzzi, 1995). 

년대 후반 제한적으로 상영되었던 컬러 영화  1960 , 

가 일반화되기 시작하면서 패션필름은 패션(Color Film)

의 시각적인 강점을 바탕으로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년 펜디 는 라는 패션필름을 1977 (Fendi) <Histoire d' Eau>

선보였는데 이는 당시 펜디의 첫 번째 기성복 컬렉션의 , 

런칭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분 분량의 단편 필름이24

다 이 필름은 브랜드의 시즌 컬렉션을 홍보하기 위해 제. 

작된 역사상 최초의 패션필름으로 전해진다(Lee, 2015). 

이후 브랜드의 홍보수단으로서 그 용도가 활성화된 패션

필름은 예술적 표현가치를 더하며 다양한 표현방법으로 

확대 발전해왔으며 년대에 디지털 미디어 기술이 보, 1990

편화 되면서 패션필름은 양적 질적 확장을 통해 영향력을 

키워왔다. 

년대에 들어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년   2000 2007

국가별 현지화 서비스를 시작한 무료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의 영향으로 패션필름의 제작과 확산이 더욱 쉽게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다(Kim & Ha, 2015). 

인터넷에 유포되는 영상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언

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기에 패션브랜드들은 공식웹사

이트 또는 유튜브 공식채널을 통해 패션필름으로 소비자

들과 더욱 가깝고 역동적으로 소통하게 되었다 이러한 영. 

상물들은 소비자들의 참여를 통해 편집되고 재유포되어 

더욱 빠르게 확산되어 소비자들이 브랜드를 인식하게 되

는 홍보수단이 되고 있다. 

패션브랜드의 스토리텔링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부각  

되면서 소비자와의 소통과 교감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 

수 있는 패션필름을 통해 패션 패션브랜드들은 패션제품

만으로는 전달할 수 없었던 브랜드의 역사 디자이너의 디, 

자인 철학 시즌 콘셉트 제작에 담긴 스토리 등을 전달하, 

고 있다 디지털의 테크놀러지의 발전과 디지털 매체의 확. 

장으로 인해 패션브랜드들은 전통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

에서 나아가 패션필름 패션애니메이션 등 동영상 기반의 , 

영상매체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전에는 패션커뮤니케이션의 매체로 패션컬렉션이나   

패션 사진 잡지광고와 같은 방식이 대부분이었으나 이제 , , 

패션필름은 독자적인 예술적 표현방식과 다양한 영역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영상의 이미지를 표출하는 강력한 전

달력을 지닌 독립적인 장르로 부각되고 있다(Kim, 

기존의 패션잡지나 패션사진은 소비자가 비용을 2013b). 

지불해야 얻을 수 있었지만 인터넷의 발전은 패션사진과 , 

패션필름의 발전뿐 아니라 누구든지 쉽게 접근이 가능하

게 하였다 과거에 소비자들이 제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목. 

적으로 소비하였다면 오늘날 소비자들은 브랜드의 이미지

와 자신을 동일시하며 브랜드가 가진 문화적인 가치를 소

비하는 사회가 되어 패션필름은 브랜드의 이미지를 소비, 

자들에 전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패션필름의�형식� 유형III.�

패션필름은 스토리를 효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스토리의 내용에 따라 적절한 영상의 형식을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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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에서는 패션필름의 형식에 따라 영화형 비디. , 

오클립형 만화형 뮤직비디오형으로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 . 

영화형1.�

동영상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의 주요 구성요소인 

내러티브는 배우들의 대사에 의해 설명된다 대사는 이야. 

기를 가장 직접적이고 명료하게 전달할 뿐 아니라 배우의 

목소리와 화법을 통해 등장인물의 성격을 드러내는 중요

한 요소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Movie Dictionary, 2004). 

는 패션필름의 사례들 중 스토리를 배우들의 대사를 통해 

전달하는 사례를 영화형으로 정의하고 분류하였다. 

은 샤넬의 싱가폴 크루즈 컬렉션  <Once Upon A Time>

에 맞춰 제작된 것으로 년 전 도빌 에서 가100 (Deauville)

브리엘 샤넬 이 처(Gabrielle Chanel, France, 1883~1971)

음 부티끄를 오픈한 초기 시절을 배경으로 배우 키이라 

나이틀리 가 가브리엘 샤넬(Keira Knightley, UK, 1985~)

의 모습을 재현하였다 배우들의 대사를 통해 샤넬이 트위. 

드 재킷이나 블랙을 여성복에 도입시키게 된 계기를 알 

수 있으며 샤넬의 모더니즘 패션의 시도가 초반에는 대중, 

의 부정적인 시선에 직면하지만 필름의 엔딩은 대중의 극

찬을 받으며 년 후를 기대하는 의미심장한 대사로 마무10

리 된다 이들 대사는 년 전부터 여성복의 혁신을 주. 100

도하며 지금까지 유지되어온 브랜드의 정체성과 역사적 

가치를 전달하고 각인시켜준다(Figure 1). 

은 샤넬의   <The Return> 년 파리 달라스 공방컬렉2014 -

션( 샤넬만의 노하우와 파트너 M tiers d'Art Collection, é
공방 장인들의 기술력을 소개하기 위한 컬렉션으로 2002

년부터 매년 월에 공식 쇼 일정과는 별개로 선보이는 12

컬렉션)(“M tiers d'Art”, 2014)é 을 위해 제작된 필름으로, 

디자이너 가브리엘 샤넬이 년간의 공백기를 깨고 오뜨15

Figure� 1.� Once� Upon� A� time,� 2012� (Chanel)
-www.youtube.com

Figure� 2.� The� Return,� 2013� (Chanel)
-www.youtube.com

꾸튀르 하우스를 깡봉가 에 다시 여는 과정(Rue Cambon)

을 보여준다 여성의 허리를 꽉 조여 강조한 크(Figure 2). 

리스찬 디올의 뉴 룩 이 유행하고 있었던 당(New Look)

시 프랑스에서 여성의 몸을 코르셋에서 자유롭게 하고자 

했던 샤넬의 스타일은 파리 패션계의 차가운 반응을 얻는

다 미국의 미디어들만이 그녀를 지지하였는데 이 필름은 . , 

미국 기자들과의 인터뷰 형식으로 샤넬이 생각했던 스타

일과 그녀의 가치관들을 샤넬의 역을 연기한 제랄딘 채플

린 의 대사를 통해 전달(Geraldine Chaplin, USA, 1944~)

하고 있다. 

는 샤넬의 리조트 컬렉션   <The Tale of A Fairy> 2011 

패션쇼에서 상영되었던 필름으로 칼 라거펠트(Karl 

는 이 영화는 돈을 무분별Lagerfeld, Germany, 1933~) “

하게 사용하는 문제에 대한 것이며 폭력으로 시작해서 감

성으로 끝나는 작품이다 라고 설명하였다.” (“The Tale of 

필름은 배우 안나 무글라리스A Fairy”, 2011). (Anna 

와 크리스틴 맥매너미Mouglalis, France, 1978~) (Kristen 

의 대화로 주도된다 상류층의 McMenamy, USA, 1964~) . 

화려한 생활과 허세와 욕심 그 뒤에 홀로 외로움과 지루, 

함을 느끼며 자신만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안나를 경멸하

고 무시하는 크리스틴의 대사들은 안나의 허영과 무분별

한 낭비를 보여준다 이 필(“The Tale of A Fairy”, 2011). 

름은 다른 패션필름보다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배우들의 

연기와 대사를 통해 샤넬이 고가의 명품이지만 무분별한 

허영과 낭비를 위한 브랜드가 아닌 여성의 해방을 위해 

혁신적인 스타일을 선보였던 가브리엘 샤넬과 같은 가치

들과 사랑을 추구하는 브랜드의 정신을 보여준다. 

디올의 는 한 남자의 전화통  <The Lady Noire Affair>

화로 시작되는데 그의 대화를 통해 어떠한 음모가 조작되,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주인공 역할의 마리옹 코티. 

아르 는 나는 두려워하(Marion Cotillard, France, 19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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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으며 당신을 위해 이 일을 한다 는 독백을 하며 위, .’

험에 빠진 남자를 구하러 간다 이러한 마리옹의 독백과 . 

필름의 영상은 디올이 추구하는 독립적이고 강인하며 매

혹적인 여성상을 전달하고 있다.  

펜디의 는 만  <Invito Pericoloso(Dangerous Invitation)>

찬에 초대받아 어두운 밤 음산한 저택에 도착한 두 여인

과 여인들을 안내하는 저택의 메이드가 등장한다 긴장감.  

을 고조시키는 메이드의 목소리 톤과 화법 겁에 질린 두 , 

여인들의 대화와 표정연기는 일반적으로 판타지와 럭셔리

를 강조하는 패션의 속성과 달리 호러장르의 요소를 담고 

있다 긴장을 고조시키고 공포스러운 이러한 내러티브는 . 

대중적이지는 않으나 보다 몰입도를 높이는 독특한 형식

의 패션필름으로써 강렬한 인상으로 각인된다. 

이러한 영화형식의 패션필름은 풍부하고 다양한 내러티  

브를 배우들의 대사를 통해 효과적이고 명료하게 전달한

다 대사들을 통해 배우들의 감정과 상황을 보다 미묘하게 . 

표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브랜드의 감성과 가치관 및 , 

이미지들을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다. 

영화형식의 필름이 가지고 있는 흥미요소와 예술적 요소

들은 소비자들을 필름에 몰입시키며 이러한 몰입은 브랜

드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비디오�클립형2.�

비디오 클립은 주로 분 이내의 짧은 동영상 형식이다15 . 

모바일 이용의 증가와 유튜브 서비스를 통해 쉽게 여러 

영상을 접근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이러한 짧은 영상을 , 

즐기는 클립 컬쳐 문화를 만들어냈다 짧‘ ’ (Mateo, 2006). 

은 시간 내에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클립형 영상들이 증

가하면서 패션브랜드들 또한 적극적으로 비디오클립 형의 

필름을 제작 발표하고 있다. 

프라다의 는 갤러리아 백  <Postman Dreams> (Galleria 

의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한 필름으로서 총 다섯 편의 Bag)

짧은 클립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지의 다른 에피소드. 5 , 

The Postman, The Makeout, The Battlefield, The Tree, 

은 동일한 배경음악과 우체부라는 인물The Laundromat

을 통해 연결되며 시트콤과 같이 유쾌하고 익살스럽게 코, 

미디적인 요소들로 흥미를 유발한다 이 필름을 제작한 영. 

화감독 어텀 드 와일드(Autumn de Wilde, USA, 1970~)

는 자신이 만들어낸 프라다의 세계는 성인의 환상과 어“

린 시절의 바람을 혼합한 꿈같은 공간 이라고 말하였다”

첫 번째 (“The Postman Dreams,” The Neighbor, 2015). 

에피소드인 에서 산더미 같은 소포들 속에<The Postman>

서 잠이 든 우체부는 지루한 일상을 벗어나 꿈의 세계에

서 소포대신 프라다 가방을 끌어 앉고 행복해한다 다른 . 

에피소드들은 우체부가 배달을 가는 곳들을 배경으로 전

개되는데 각 에피소드마다 등장하는 우체부를 찾게 되는 , 

흥미를 더한다 은 두 남녀가 등장하는데 . <The Makeout>

카메라의 포커스는 계속하여 프라다 가방으로 향한다 이. 

는 남자 주인공이 쫓는 대상이 여자 주인공인지 그녀의 

핸드백인지 확실히 알 수 없도록 하여 남자주인공의 욕망, 

이 프라다 핸드백을 향한 소비자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도

구로 사용되고 있다 에는 우체부가 배달. <The Battlefield>

을 가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호기심 많은 아이가 등장한

다 아이의 손에 있는 프라다 가방은 다른 장난감들과 함. 

께 하나의 장난감으로 놀이의 대상이 되며 가방을 만드는 

장인을 제외하고는 일반인들이 확인하기 힘든 프라다 백

의 내부를 유쾌하고 익살스러운 스토리를 통해 보여준다

이 에피소드는 드 와일드가 표현하고자 한 (Figure 3). 

어린 시절의 순수함과 아름다움에 대한 아이와 같은 집“

착 이 무엇인지 소비자들에게 보여준다” (“The Postman 

에서는 한 Dreams,” The Neighbor, 2015). <The Tree>

여인이 사과 대신 새빨간 사과색의 갤러리아 백들이 매달

려 있는 나무에서 가방을 따간다 이러한 유쾌(Figure 4). 

하고 위트 있는 필름은 아름다운 프라다의 가방을 소유하

고 싶어하는 욕구를 자극한다 은 세. <The Laundromat>

탁방을 배경으로 세제를 적게 사용하라는 표지판에도 불

구하고 프라다 옷을 세탁하기 위해 과다한 세제를 넣는 

여주인공의 모습은 프라다 옷을 향한 애착을 보여준다 세. 

탁이 다 된 비비드한 초록색의 점프수트를 입고 런웨이에

서 워킹을 하듯 세탁소를 걸어 나가는 중년의 그녀의 모

습은 나이와 상관없이 프라다를 입으면 매력적이고 아름

답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프라다의 다섯 편의 시리즈 . 

는 유머스러운 내용으로 소비자의 흥<Postman Dreams>

미를 끌뿐 아니라 세련되고 매력적인 영상미를 통해 브랜

드의 감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은 펜디에서 셀러리아 라인   <Adele’s Dream> (Selleria) 

출시와 함께 제작한 분정도 길이의 클립필름이다 셀러리3 . 

라 라인의 가방을 든 여성이 걷던 길이 가방의 표면이 되

어 줌아웃이 되면서 화면이 전환되기도 하고 여성의 동그, 

랗게 만 머리가 나선형 계단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여. 

성의 꿈속인 듯한 영상이 보여지며 필름은 가방 안에서 , 

가죽으로 된 장미가 피어나는 모습을 보여준다(Figure 5). 

우아한 여성의 모습과 장미가 피어나는 모습의 반복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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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e� Battlefield,� 2015� (Prada)
-thepostmandreams.prada.com

Figure� 4.�
The� Tree,� 2015� (Prada)

-thepostmandreams.prada.com

Figure� 5.�
Adele’s� Dream,� 2016� (Fendi)

-www.youtube.com

Figure� 6.�
Miss� Dior,� 2015� (Dior)�

-www.youtube.com

해 셀러리아 라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아름다움을 감성적

으로 나타내며 또한 꿈과 현실의 구분이 모호한 이 필름, 

은 짧은 길이이지만 영상의 빠른 화면 전환과 다양한 촬

영 각도를 통해 재미와 흥미를 더한다. 

은 디올 하우스의 첫 번째 향수의 스토리  <Miss Dior>

를 담은 필름으로서 여주인공은 자신의 결혼식에서 아버

지에게 미안하단 말을 남기며 웨딩드레스를 벗어버리고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자와 헬기를 타고 행복한 미

소를 지으며 떠난다 필름은 흑백과 컬러의 화면이 교차로 . 

나오는데 흑백화면은 여주인공이 자신이 사랑하지 않는 , 

사람과 결혼을 앞두고 고민하는 모습을 담고 있고 컬러화

면은 자신의 사랑을 선택한 여주인공의 행복한 모습을 담

고 있다 두 화면을 교차하는 기법은 아버지와 자신의 사. 

랑 앞에 고민하는 여주인공의 마음에 더욱 몰입되어 필름

을 볼 수 있게 한다 이 필름은 우아하면서도 (Figure 6). 

시크한 플로럴 시프레 향의 향기와 이미지를 ‘Miss Dior’ 

연상할 수 있는 러브스토리를 통하여 사랑스러운 제품의 

이미지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Miss dior”, 2015). 

비디오클립형 필름은 분에서 분이내의 짧은 길이로   1 3

구성되어 있어 복잡한 스토리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위트가 있는 유머러스한 내용이

거나 화려한 촬영기법과 세련된 영상미를 통해 핵심 메시

지를 강렬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흥미요소 위. 

주의 비디오클립형의 필름들은 과다한 정보와 매체에 지

쳐있는 현대의 소비자들의 관심을 효과적으로 유발하고 

있다. 

만화형3.�

만화형의 패션필름은 애니매이션과 같이 모든 배경과 캐

릭터를 창조하여 제작하거나 실사에 만화적인 요소를 일

부 넣어 제작하는 유형이다 만화 형 패션필름은 현실과는 . 

달리 상상하는 모든 배경을 이미지로 만들 수 있기 때문

에 판타지를 만드는 브랜드 이미지와 콘셉트 전달에 효과

적이다 또한 특정 인물이 아닌 브랜드 콘셉트에 가장 잘 . 

맞는 얼굴과 표정 행동과 자세 등을 가지고 있는 창조된 , 

캐릭터는 오직 한 작품 또는 그 시리즈의 애니메이션에서

만 만날 수 있으므로 차별화되고 독특하면서도 만화의 유

희성을 가진 필름을 통해 소비자와 소통할 수 있다(Jang 

& Yang, 2010).  

루이 비통의 은 무라카미 다카  <Superflat Monogram>

시 와 루이 비통의 콜(Takashi Murakami, Japan, 1962~)

레보레이션으로 제작되었다 판다캐릭터 속으로 들어간 여. 

주인공을 통해 루이 비통의 모노그램 무늬와 다카시가 작

업한 루이 비통의 캐릭터가 떠다니는 세계가 펼쳐졌다 젊. 

은 층을 겨냥하여 새로운 콘셉트로 브랜드를 리뉴얼하기 

위해 무라카미와 선보인 멀티 색상의 모노그램 패턴과 체

리 블라섬 패턴 캐릭터 라인의 패턴과 캐릭터들이 애니메, 

이션의 배경으로 제작되었다 기존의 소비자들에게는 거부. 

감이 들 수도 있는 루이 비통의 파격적인 변화는 애니메

이션 형식을 통해 판타지적인 환상을 부여하며 소비자들

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었고 큰 성공을 거두었다. 

후속편으로 제작된 에서는 여고  <Superflat First Love>

생으로 성장한 의 여주인공이 이<Superflat Monogram>

전에 만났던 판다캐릭터를 또다시 만나 루이 비통의 세계

로 들어간다 년 파리로 시간여행을 가게 되어 루이. 1897

비통의 세대인 가스통 루이 비통3 (Gaston Louis Vuitton)

을 만난 후 다시 현실로 돌아온 여주인공은 빈티지 루이 

비통 가방을 보며 자신이 경험한 것을 회상한다 여주인공. 

과 함께 소비자들은 년 전 루이비통의 세계로 들어가 100

판타지적인 상상을 펼칠 수 있으며 브랜드는 브랜드의 오, 

래된 역사와 정체성을 지루하지 않은 애니메이션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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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고 활기찬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다(Figure 7). 

은 루이 비통 컬렉션의 영감을 기  <Lightning> 2016 S/S

반으로 스퀘어 에닉스 스튜디오에서 유명 (Square-Enix) 

비디오게임 파이널 판타지 의 여주인공 라이트닝을 주인‘ ’

공 캐릭터로 제작되었다 애니메이션 형식의 이 필름은 비. 

디오 게임과 같은 가상 세계 속의 아름다움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지배하고자 의도된 컬렉션의 콘셉트를 2016 S/S 

최적화시켜 표현하기에 적합하다 라이트닝은 환상의 세계. 

에 인질로 잡힌 여동생을 찾기 위해 용기와 힘을 보여주

는 강하고 매력적인 캐릭터로서 아트 디렉터 니콜라 제스, 

키에르 는 라이트닝(Nicolas Ghesquiere, France, 1971~)

이 사회 관계망과 커뮤니케이션으로 얽혀 있는 현대 ‘ SNS 

사회에서 글로벌하면서 영웅적인 여성상을 보여주는 완벽

한 아바타 라고 하였다 루이 비통은 가상의 캐릭터인 라’ . 

이트닝을 여주인공으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을 뿐 아니라 

지면 광고 캠페인의 모델로도 선정하여 혁신적인 시도라

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애니메이션 필름은 현실 세계에. 

서는 불가능한 것을 가상의 세계와 캐릭터를 통해 가능하

게 하며 이는 가상 세계의 무한한 가능성의 가치를 중요, 

하게 여기는 브랜드의 철학을 잘 보여주고 있다(Lim, 

2016)(Figure 8).   

프라다의 는 클래식하고 섬세한   <Trembled Blossoms>

펜화와 첨단 기술의 조화를 통해 환상적이면서도 사실적

인 묘사의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었다 아무것도 걸치지 . 

않은 소녀가 한 여성으로 완성되어가는 모습을 모션캡처

기법을 사용하여 화려하고 환상적인 애니메이션으로 표현

하였다 모션캡처는 실제 사람의 몸과 얼굴의 자연스러운 . 

움직임을 기록하여 디지털 캐릭터로 제작하는 기법으로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 만들어지는 캐릭터의 자연스러운 

연기를 재현할 수 있다 캐릭터가 숲을 지나(Ryu, 2015). 

며 신발 의상 가방을 차례대로 얻는데 이때 주인공이 착, , 

용한 의상과 모든 소품들은 실제 컬렉션에 선보2008 S/S 

여지는 작품들이다 또한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꽃과 나. 

무 물고기 등을 모티브로 제품 광고이미지 웹사이트와 , , , 

각국의 매장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프라다는 시즌 테. 

마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도구로 애니메이션 형식

을 선택하였고 이를 토대로 제품과 광고 인테리어와 프로, 

모션을 통해 일관된 메시지와 이미지를 강하게 각인시킬 

수 있었다(“Communication with Customer”, 2008) 

(Figure 9). 

의 는 랑방 과의 콜레보레  H & M <The Show> (Lanvin)

이션을 위해 제작된 영상으로 가상의 캐릭터나 배경이 아

닌 톱 모델들을 주연으로 호텔방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이 . 

필름은 주인공들의 대사나 생각을 만화에 나오는 말풍선

으로 표현하여 부분적으로 만화적인 표현기법을 사용함으

로써 필름의 흥미와 유쾌함을 더하였다 럭셔리브랜드의 . 

랑방 이미지와 등장하는 톱 모델의 무게감 있는 분위기에 

유쾌한 만화적 표현기법을 더하여 젊고 대중적인 브랜SPA

드 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콜레보레이션하여 H & M

표현하고 있다(Figure 10).

만화형식의 필름은 주로 현실에서 불가능한 가상과 꿈  

의 세계를 배경으로 판타지적인 스토리를 표현하며 첨단 

기술을 통한 표현으로 소비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몰입

을 높인다 가상의 캐릭터와 세계는 다양하고 독창적인 스. 

토리를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새로운 감각

적 경험을 함으로써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도록 한

다 또한 브랜드의 제품에 사용된 이미지와 패턴들을 패션. 

필름의 주요 모티프로 사용함으로써 브랜드의 시즌 콘셉

트와 테마를 효과적으로 알리는 홍보의 기능을 할 수 있

다.  

뮤직�비디오형4.�

뮤직 비디오는 음반 발매에 맞춰 음악에 어울리는 영상을 , 

비디오클립으로 제작한 영상물로서 새로 발표한 신곡 음

반을 홍보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도구로 사

용되어 왔다 최근에는 독창적인 영상 세계와 넘치는 아이. 

디어를 통해 영화처럼 독립예술 장르로 인정받고 있는 뮤

직비디오 작품도 발표되고 있는데(Kim, & Choi, 2008), 

이러한 형식의 필름이 패션을 주제로 한 뮤직 비디오형 

필름으로 제작되기도 한다. 

뮤직 비디오형 패션필름에는 영상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빠른 커팅 인터 커팅 디졸(Rapid Cutting) (Inter Cuttin), 

브 이중 겹침 등과 같이 뮤직(Dissolve), (Superimposition) 

비디오의 시각적 테크닉과 여러 가지 특수효과가 사용된

다 다른 패션필름의 유형과 달리 뮤직비디오 (Lee, 2010). 

형식은 주로 기승전결이 있는 스토리보다는 브랜드만의 

감성과 분위기를 전달하는 요소들이 음악을 중심으로 이

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대표적으로 포토그래퍼이자 영화감독인 글렌 러치포트  

는 구찌의 캠페인 필름 시리(Glen Luchfod, UK, 1968~)

즈를 뮤직비디오형식으로 제작하였다 매출부진으로 경영. 

상 어려움을 겪던 구찌는 년 알렉산드로 미켈리2015

를 새로운 크리에이티(Alessandro Michele, Italy,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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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 디렉터로 임명하면서 새롭게 변신한 브랜드를 효과적

으로 전달할 수 있는 필름들을 매 시즌 제작해오고 있다. 

구찌의 크루즈 컬렉션 필름은 얼라이브 쉬 다이드2016 

밴드의 이라는 곡을 (Alive She Died) ‘She’s Lost Control’

배경으로 복고풍의 세련된 컬렉션 옷을 입은 모델들이 자

유롭게 춤을 추는데 이는 고루했던 구찌의 새로운 변화를 ,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필름의 시청각적 . 

요소는 음악과 춤이 있는 구찌의 댄스파티 현장에 관객이 

공간 이동하여 들어와 있는 현장감과 착각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능한다 컬렉션 필름은 . 2016 S/S ‘Goodbye 

라는 경쾌한 음악과 함께 화려한 패턴의 수트를 Horses’

입은 남자가 스케이트보드를 타면서 등장한다 더불어 빈. 

티지풍의 패턴의 드레스와 화려한 자수 점퍼를 입은 모델

들이 뛰어가는 모습은 음악과 함께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

게 컬렉션의 모습을 전하고 있다 이러한 구찌(Figure 11). 

의 패션필름은 스토리보다는 생기발랄한 모델들의 자유, 

젊음 아름다움을 보여주며 구찌가 새롭게 나아가고자 하, 

는 브랜드의 감성과 이미지를 보여준다. 

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발표한 샤넬의 공방  2014

컬렉션에 맞춰 수석 디자이너 칼 라커펠트가 제작한 필름 

은 스토리를 기반으로 뮤직비디오 형식을 <Reincarnation>

부분적으로 사용하였는데 이 필름을 위해 뮤지션 퍼렐 윌, 

리엄스 는 작사 작곡한 (Pharrel Williams, USA, 1973~)

를 직접 출연하여 불렀다 필름은 가브리‘CC The World’ . 

엘 샤넬이 잘츠부르크를 여행 중 머물고 있던 호텔에서 

엘리베이터 보이가 입고 있던 재킷이 눈에 들어와 이를 

여성복으로 재탄생되었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여기에 칼 . 

라거펠트의 상상력을 더해 엘리베이터 보이의 꿈을 통해 ,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시절로 시간여행을 담아냈다- (“The 

Behind Story of Chanel 꿈속에서 오스트리아”, 2014).  

Figure� 7.�
Superflat� First� Love,� 2009

(Louis� Vuitton)
-www.youtube.com

Figure� 8.�
Lighting,� 2016
(Louis� Vuitton)

-www.youtube.com

Figure� 9.
Trembled� Blossoms,� 2008

(Prada)�
-www.prada.com

Figure� 10.�
� The� Show,� 2010

(H� &�M)
-www.youtube.com

황제로 등장하는 퍼렐 윌리엄스와 씨씨 황후를 떠오(Sisi) 

르게 하는 카라 델레바인(Cara Delevingne, UK, 1992~)

은 초상화에서 바로 나온듯한 모습을 보여준다 배경음악. 

에는 라는 가사가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러한 “See, See”

가사는 씨씨 황후를 연상하게 하며 이는 그녀에게 영감을 

받은 컬렉션 작품들과 컬렉션의 콘셉트를 효과적으로 전

달해준다 이와 같이 단순 반복적이어서 기억하기 쉬운 음. 

악을 배경으로 한 필름은 기억과 연상의 단초로 작용하는 

시각적 요소와 청각적 요소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홍보와 

광고 기능을 한다(Figure 12). 

의 는 영화제작자 요한   H & M <Echoes of Summer>

반 레이베키엘 과 (Johan von Reybekiel, Sweden, 1980~)

스타일리스트트 테레자 오티즈(Tereza Ortiz, Sweden, 

가 스웨덴 밴드 투실라고 의 음악을 배1989~) (Tussilago)

경으로 스톡홀롬의 아름다운 자연과 여유로운 거리의 모

습낭만적으로 담은 필름이다 일상적이지만 아름다운 주변. 

의 모습을 통해 늘 함께하는 친근하고 편안한 브랜드, 

브랜드이지만 자연과 어우러지는 브랜드라는 브랜드의 SPA

아이덴티티를 뮤직비디오 형식을 통해 전달하였다(Figure 

13). 

뮤직 비디오형식의 필름은 음악을 중심으로 화려한 영  

상기법과 특유의 영상미로 스토리보다는 브랜드의 감성 , 

및 이미지를 전달하기도 하고 스토리와 연결시켜 더욱 몰

입할 수 있도록 스토리에 맞는 음악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뮤직 비디오 필름들은 음악을 중심으로 전개되거

나 음악이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필, 

름을 시청한 후 음악의 잔상이 필름을 더욱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며 동일한 음악을 듣게 될 때 필름을 상기할 

수 있어 브랜드 홍보에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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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S/S� Campaign,� 2016� (Gucci)

- www.youtube.com

Figure� 12.�
Reincarnation,� 2014� (Chanel)

- www.youtube.com

Figure� 13.
Echoes� of� Summer,� 2014� (H� &�M)�

- www.hm.com

Table� 1.� Format� Type� of� Fashion� Film

Category Brand Film Characteristics

Movie Type

Chanel

Once upon a Time

Movie type of fashion films can deliver deeper and more 

complex narrative through lines of actors. It allows to 

express actors’ feelings and situations in subtle way, and 

effectively imprint brands’ values, images and emotional 

elements.

The Return

The Tale of a Fairy

Dior The Lady Noire Affair

Fendi Invito Perisoloso

Video Clip

Type

Prada Postman Dreams
Video clip type films are mostly 1 to 3 minutes long, 

and because of its short-length format it is hard to 

deliver complicated stories so video clip type films use 

humorous contents, spectacular film techniques, and 

sophisticated visuals to strongly express a core message.

Fendi Adele’s Dream

Dior Miss Dior

Animation

Type

Louis 

Vuitton

Superflat Monogram

Animation type films deliver fantastical stories that are 

impossible in real world through created character and 

virtualized world, and it enables to make more variety of 

creative stories. 

Superflat First Love

Lightning

Prada Trembled Blossoms

H&M The Show

Music Video

Type

Gucci
2016 Cruise Collection Music video type of fashion films mainly use music with 

music videos’ techniques and its unique visuals in order 

to deliver brand image and emotional values. Moreover, 

they create a music that connects with story so it can 

increase immersion level of viewers more effectively. 

2016 S/S Collection

Chanel Reincarnation

H&M Echoes of Summer

패션필름의�내용표현� 유형.�Ⅳ

개성의 표현과 감성 욕구의 충족이 중요한 현 시대의 소

비환경에서 스토리를 통해 소비자들과 소통하는 것은 제

품에 의미를 부여하고 소비 행위에 소비자의 자아 추구가, 

치를 부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브랜드와 연관된. 

스토리가 있으면 소비자들은 단순히 기억하여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에 대한 호의도와 구매욕구가 증가하

게 된다 따라서 소비자들에게 (H. Park & S. Park, 2016). 

스토리를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은 기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략으로 여겨지고 있기에 패션필름을 통해 

브랜드의 스토리를 전달하는 사례들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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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패션필름의 스토리들은 직접적으로 제품을 . 

필름에서 강조하여 표현하기도 하고 제품이나 브랜드의 , 

이미지를 은유적으로 전달하기도 한다 또한 사실을   바. , 

탕으로 브랜드 스토리나 히스토리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다큐멘터리형식으로 제작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수집된 사례들을 패션스토리의 표현스타일에 따라 직

접적 표현형 은유적 표현형 다큐멘터리형으로 분류하였, , 

다. 

직접적�표현형1.�

직접적 표현형 패션필름은 자사 브랜드나 컬렉션의 콘셉

트를 전달하기 위해 제품을 직접적으로 필름에 강조하여 

노출하거나 스토리 자체가 제품과 관련되어 진행된다 즉. , 

대부분 스토리 안에서 컬렉션 제품을 착용하거나 제품을 

위주로 한 스토리를 구성하여 자연스럽지만 직접적인 방

법으로 표현한다 브랜드들이 패션필름을 제작하는 이유는 . 

스토리를 통해서 제품을 효과적이고 인상 깊게 전달하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많은 패션필름들이 직접적 표, 

현형의 표현스타일을 보여준다.

디올의 는 서스펜스적인 스토  <The Lady Noire Affair>

리로 여주인공의 가방을 경찰들이 검사하는 씬 에, (Scene)

서는 여주인공의 얼굴보다는 디올의 핸드백을 클로즈업 

시키고 그 안의 소지품들 또한 디올의 제품으로 자연스럽

게 부각시켰다 파리 에펠탑에서의 씬에서도 탑(Figure14). 

에 올라가는 여주인공이 들고 있는 디올 핸드백을 부각시

켜 에펠탑의 철골구조와 자연스레 조화를 이루어 제품 홍

보효과를 갖게 하였다

디올의 또 다른 필름 는 레이디   <Lady Blue Shanghai>

디올 핸드백을 중심으로 스토리가 구성되었으며 상하이를 

배경으로 촬영되었다 여주인공이 묵고 있는 숙소에 폭발. 

음과 함께 어디선가 나타난 파란색 레이디 디올 핸드백을 

보고 상하이에서 만났던 남자를 떠올리며 호기심으로 핸

드백에 가까이 다가간다 핸드백에는 남자가 떠나기 전 건. 

넸던 파란색 꽃이 꽂혀져 있었고 그녀는 가방을 끌어 앉, 

고 그 사랑의 기억을 추억한다 본 필름은 스토리 자체가 . 

디올의 핸드백을 중심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제품을 노출시키며 제품에 자연스럽게 몰입되도록 한다. 

디올의 크루즈 컬렉션 패션필름   <I Found My Love in 

는 평화롭고 감각적인 휴양지의 모습을 담고 Portofino>

있다 디올의 부티끄 매장에서 쇼핑을 하는 여주인공의 모. 

습에서 디올의 로고를 노출시키고 남성들이 여주인공의 , 

사진을 찍거나 그림을 그리는 장면에서는 카메라의 시선

이 여주인공의 옷과 액세서리로 향한다 또한 (Figure 15). 

여주인공의 호텔 방에 놓여있는 디올의 쇼핑백들은 여주

인공이 입고 있는 의상들이 디올의 제품들임을 보여준다. 

휴양지인 이탈리아 포르토피노를 배경으로 보여지는 디올

의 크루즈 컬렉션 의상은 스토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소비

자들에게 전달된다.

루이 비통의 여행으로의 초  <L’Invitation Au Voyage(

대 는 주인공이 미스테리한 여행을 떠나는 내용을 담고 )>

있다 여주인공이 루이 비통 의상을 입고 루이비통 스피디 . 

백을 들고 떠나는 씬에서 스피디 백으로 화면을 채워 시

선을 이끈다 루브르의 비밀스러운 장소에 있는 오래된 루. 

이 비통의 트렁크에서 초대장을 발견하고 스피디 백에 넣

는 장면을 통해서도 반복적으로 스피디 백의 디테일을 보

여준다 이 필름에서는 여행가방으로 시작한 루이 비통의 . 

브랜드 정체성을 떠올리게 해주면서  동시에 여인이 들고 

있는 스피디 백을 강조하여 보여줌으로서 직접적인 홍보

효과를 가지도록 한다(Figure 16).   

개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진 프라다의 필름   5 <Postman 

는 브랜드의 가방을 중심으로 유쾌한 스토리를 Dreams>

선보인다 에피소드는 꿈속에서 소포대신 . <The Postman> 

프라다 가방을 끌어 앉고 행복한 상상에 빠진 우체부의모

습을 통하여 제품을 직접적으로 노출시킨다(Figure17). 

은 사랑에 빠진 남녀의 모습을 보여주는<The Makeout>

데 카메라의 포커스는 두 남녀보다 프라다의 가방에 맞춰

져 자연스럽게 가방으로 시선을 집중시킨다. <The 

는 아이의 장난감놀이에 프라다 가방을 사용하Battlefield>

는 씬을 통해 가방에서 꺼내서 가지런히 바닥에 놓은 악

세사리들과 가방 내부의 디테일을 유쾌하게 보여준다. 

에서는 초록 들판에 있는 나무에 빨간 사과대<The Tree>

신 빨간색 프라다 가방이 달려 있는 씬으로 제품의 노출

과 함께 아름다운 영상미를 보여준다. <The 

는 주인공이 착용한 비비드한 초록 점프 수Laundromat>

트와 노란색 악어가죽 가방의 강렬한 색상대비를 통해 제

품을 부각시킨다 이 필름은 가방을 직접적이지만 유쾌하. 

고 세련된 영상미와 함께 풀어내어 소비자들에게 보다 효

과적이고 강력하게 제품을 각인시킨다.

의 는 연인들의 일상을 담은 필름  H&M <Fall in Love>

으로 로맨틱한 보헤미안 스타일의 년 의 가을 2015 H&M

컬렉션 의상들을 선보였다 소비자들이 경험하는 일상과 . 

비슷한 배경 속에서 화면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의상을 

입은 주인공들을 통하여 다양한 브랜드의 컬렉션 의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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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The� Lady� Noire� Affair,� 2009

(Dior)�
- www.youtube.com  

Figure� 15.�
I� Found�My� Love� in� Portofino,�

2011� (Dior)
- www.youtube.com 

Figure� 16.�
L’Invitation� Au� Voyage,�
2013� (Louis� Vuitton)�
- www.youtube.com

Figure� 17.�
The� Postman� Dreams,� 2015�

(Prada)
-thepostmandreams.prada.com 

보여줌으로써 실제적으로 소비자들의 구매를 촉진시키는 

효과를 준다. 

직접적 표현형은 필름의 스토리 안에서 제품을 직접적  

으로 노출시켜 홍보효과를 얻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다 제품을 중심으로 스토리가 진행될 때 소비자들은 스토. 

리에 몰입하면서 자연스럽게 제품에도 몰입을 하게 되며, 

이러한 몰입은 브랜드의 제품과 브랜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개성의 표현과 감성 욕구. 

의 충족이 중요한 현 시대의 소비환경에서 제품에 담긴 

스토리는 소비자들의 소비행위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기

에 제품을 중심으로 한 필름의 스토리 전개는 단순한 홍

보 이상의 브랜드의 가치관과 이미지를 전달한다. 

은유적�표현형2.� � � �

시각적 은유란 그 개념을 유추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추상적 개념을 표현하는 것으로 정

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시각적 은유는 광고에서 가장 흔, 

하게 사용된다 광고에서는 사물이나 대(Messaris, 1997). 

상이 흔히 특정 상품에 대한 은유로 설정 되는데 예들 들, 

면 거친 서부를 달리는 야생마는 말보로 담배(Marboro) 

에 대한 은유이며 폭포와 신록의 초록색은 박하담배 쿨

의 은유이다 패션필름 또한 광고의 (Cool) (Choo, 2005). 

목적을 가지고 제작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각적 은유가 많

이 사용된다.   

샤넬의 에서는 주  <Love Story of No.5 Train de Nuit>

연인 오드리 토투 를 통(Audrey Tautou, France, 1976~)

해 향수의 이미지를 시각화하고 있다 오드리 토투No.5 . 

는 우아하면서 매혹적인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며 샤넬의 , 

향수를 사용하면 이러한 이미지를 가지게 된다는 것No.5 

을 소비자들에게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Figure 18).

에서는 브랜드가 추구하는 변  <The One That I Want>

화된 여성상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한다 이전의 의 . <No.5>

여주인공은 꿈같은 사랑을 포기하고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는 순종적인 여인상이었지만, <The One That I 

의 여주인공은 활동적이고 진취적이면서 사랑을 포Want>

기하지 않는 여성으로 새로운 향수의 이미지를 전달No.5 

한다 동일한 향수제품이지만 향수가 담고 있는 이미지는 . 

시대의 변화된 여성상을 반영하여 변화하며 이러한 변화

들을 패션필름을 통해 시각화하여 소비자들에게 브랜드가 

지향하는 새로운 이미지로 다가가고자 한다.   

디올의 남성향수 는 베르가못의 쥬이시한 상  <Sauvage>

쾌함이 과일향과 약간의 페퍼향이 더해진 탑노트 앰버그, 

리스 용연향 에서 추출한 앰브록산이 파워풀한 우디향의 ( )

미들노트 그리고 타바고 향이 더해져 야성적이고도 고귀, 

한 향을 담았으며 이 이미지를 필름에(“Sauvage”, 2015), 

서는 조니 뎁 의 이미지로 표(Johnny Depp, USA, 1963~)

현하였다 조니 뎁은 도시를 떠난 사막으로의 여정에서 코. 

요테와 들소 맹렬한 새들을 마주하게 되며 자연에서 누릴 , 

수 있는 신비스러우면서 편안하고 남성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 이를 통해 향수가 지니고 있는 황량하면. ‘Sauvage’ 

서도 기품 있는 평원의 풍광을 연상시키는 남성적인 향취

를 소비자들에게 스토리를 통해 이미지로서 은유적으로 

전달하고 있다(Figure 19) 

은 디자이너 크리스찬 디올  <Miss Dior> (Christian 

이 사랑의 향기가 나는 향수Dior, France, 1905~1957) ‘ ’

를 꿈꾸며 탄생시킨 특별한 향수이다 의 여. <Miss Dior>

주인공은 자신의 결혼식장을 뛰쳐나와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자에게로 가는데 이러한 여주인공의 모습은 , 

우아하면서도 대담한 플로럴 시프레의 시크함을 담고 있

는 의 향을 은유적으로 표현한다 영상에서 흩‘Miss Dior’ . 

날리는 꽃잎들은 겹의 꽃잎으로 이루어진 장미에서 추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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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Train� de� Nuit,� 2009� (Chanel)

-www.youtube.com

Figure� 19.�
Sauvage,� 2015� (Dior)�
-www.youtube.com

Figure� 20.�
Candy� L’eau,� 2013� (Prada)

-www.prada.com

출해 낸 앱솔루트와 쟈스민으로 어우러진 의 ‘Miss Dior’

미들노트 향을 의미하며 웨딩드레스를 벗어 버리고 모던, 

한 블랙드레스를 입고 헬리콥터를 타고 떠나는 그녀의 모

습은 인도네시안 패츌리 에센스의 감각적이고 고상한 베

이스노트의 향의 이미지와 닮아있다 이 필름은 향수가 담. 

고 있는 이미지와 향기뿐만이 아니라 향수에 얽힌 비하인

드 스토리까지 담아 제품에 의미를 더하여 전달한다

(“Miss Dior”, 2015).

프라다의 는 포근한 따뜻한 화이트 머스  <Candy L’eau>

크향과 달콤한 카라멜 향이 조화를 이루어 밝고 사랑스러

운 느낌의 향수로 여성미의 새로운 측면을 담아내고자 하

였다 필름은 영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의 감독 웨스 . ‘ ’

앤더슨 이 제작하여 풍부한 (Wes Anderson, USA, 1969~)

매력의 향을 여주인공 캔디를 통해 감독 특유의 영상미에 

담아 은유적으로 전달한다 여자 주인공 캔디는 자신만의 . 

매력을 발산하는 사랑스러우면서도 시크한 모습을 보여주

어 향수의 달콤하고 고급스러우며 새로운 Candy L’eau 

향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Figure 20)(“Prada Candy”, 

2013).

이러한 은유적 표현형은 스토리를 통해 브랜드나 제품  

이 담고 있는 이미지를 전달하는 패션필름의 유형으로 주

로 향수 광고에서 보여진다 이는 향수의 향을 직접적으로 .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필름

을 통해 향수의 향기를 상상할 수 있도록 하거나 향수를 , 

사용했을 때에 얻을 수 있는 이미지를 소비자들에게 어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큐멘터리�표현형3.�

다큐멘터리는 허구가 아닌 현실을 직접적으로 다루면서 

현실의 허구적인 해석 대신 현실 그대로를 전달하는 영화

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큐멘터(Movie Dictionary, 2004). 

리가 현실의 객관적 기록이긴 하지만 절대적인 객관성을 

보장하지는 못하며 상업적인 성공이 드물기 때문에 제작

사와 투자자들은 선호하지 않는 장르이다(Bae, 2015).   

하지만 패션브랜드들의 경우 다큐멘터리 표현의 필름이   , 

계속하여 제작되고 있는데 이는 다큐멘터리형 패션필름이 , 

표현하기에 적합한 패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창조성과 아

름다움 디자이너들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브랜드의 히스토, 

리가 소비자들의 흥미를 끌고 브랜드 이미지를 긍정적으

로 받아들이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 

다큐멘터리 표현유형은 주로 디자이너나 브랜드에 관한 

사실을 토대로 구성되며 디자이너의 인생과 철학 또는 브

랜드의 히스토리를 영상을 통해 전달하여 브랜드의 무형

적 가치를 창출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전달하여 차별화된 

브랜드 특성을 부각시킨다(Hong & Kim, 2013).  

샤넬은 년부터 년 사이에 브랜드와 관련된   2012 2016 15

편의 시리즈필름 을 제작하였다 샤넬의 대Inside Chanel . 

표적인 향수인 샤넬과 다이아몬드 가브리엘 샤넬No.5, , 

의 일상 칼 라거펠트와 샤넬 샤넬의 컬러 등의 내용으로 , , 

브랜드의 역사와 전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며 일러스트레

이션 다양한 타이포그래피 영상에 그래픽효과를 더하는 , , 

등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디자인적 요소를 가미하여 스

토리를 보다 명료하게 전달한다 .   

디올의 는 분 정도의 영상으로   <The History of Dior> 6

디올 하우스의 역사를 년 발표한 크리스찬 디올의 뉴 1947

룩 에서부터 존 갈리아노(New Look) (John Galliano, UK, 

와 라프 시몬스 가 1960~) (Raf Simons, Belgium, 1968~)

디자인한 오트꾸트르 컬렉션과 디올의 뮤즈들을 소개하며 

디올의 화려한 역사를 강조한다. 

펜디 또한 고유의 독창성으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해  

온 펜디의 년의 역사에 대한 내용을 필름으로 제작하였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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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ent� Expression� Type� of� Fashion� Film

Category Brand Film Characteristics

Direct

Expression 

Type

Dior

The Lady Noire Affair 

Direct expression type of films develop stories around 

a products and directly expose collection of clothes 

and accessories. A product that has a story can give 

meaning and value to customers’ consumption, and 

this means more than a simple promotion because it 

delivers brand’s value and image.  

Lady Blue Shanghai

I Found My Love in Portofino

Louis

Vuitton
L’Invitation Au Voyage

Prada Postman Dreams

H&M Fall in Love

Methaphorical

Expression

Type

Chanel

Love story of No.5  

Metaphorical expression type of films visually deliver 

image of brand or product, so it is mostly used in 

perfume advertisement which has to convey the 

appealing image of perfume because of its difficulties 

to deliver a scent. 

Train de Nuit

The One That I Want

Dior Sauvage, Miss Dior

Prada Candy L’eau

Documentary 

Type

Chanel Inside Chanel
Documentary type films are less dramatic and 

manipulated, but realistically and sincerely deliver brand 

identity and value based on true stories. Brands with a 

long history and tradition usually use this type of film 

to build their brands’ heritage.  

Dior The History of Dior

Fendi Fun Furs

Louis

Vuitton
Never Ending Story

으며 년대에 칼 라거펠트가 통해 전형적인 모피에서 , 1960

벗어나 탄생시킨 에 대한 스토리를 칼 라거펠‘Fun Furs’

트의 인터뷰를 통해서 전해준다. 

루이 비통의 는 년 프랑스   <Never Ending Story> 2015

파리 그랑 팔레 에서 개최된 전시 비행하(Grand Palais) ‘

라 항해하라 여행하라 와 함께 , , ’(Volez, Voguez, Voyages)

선보인 필름이다 루이 비통 메종이 년부터 현재까지 . 1854

이어온 여정과 더불어 창립 초창기 주역에서부터 미래의 

루이 비통을 만들어가는 이들의 발자취를 돌아볼 수 있는 

전시와 함께 한 이 영상은 루이 비통의 역사 상징적인 제, 

품과 로고 등의 내용들을 간결하게 영상에 담았다(“Volez, 

Voguez, Voyages”, 2015).

실화를 기반으로 한 다큐멘터리 필름은 극적이고 조작  

된 스토리가 아닌 있는 그대로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자 한다 이러한 다큐멘터리의 특성상 브랜드의 정체성과 . 

가치관을 사실적이며 진정성 있게 전달할 수 있으며 이는 , 

소비자들과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다 주로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이 . 

자신의 브랜드 헤리티지를 구축하기 위해 사용된다. 

결�론V.�

패션필름은 사진이나 이미지의 한계에서 벗어나 패션디자

이너나 브랜드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영상과 음악, 

패션이 어우러진 동영상의 형식을 통해 소비자와 소통할 

수 있는 도구로 예술적인 영상의 미학과 광고의 상업적인 , 

특성을 함께 담은 독립적인 장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패. 

션필름은 제품을 홍보하는 동시에 패션브랜드의 예술적 

의미와 가치를 창출해내며 소비자들의 다양한 감각을 충

족시킴으로써 브랜드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최근 패션필름을 통하여 소비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  

는 브랜드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유형과 스타일, 

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패션 필름의 . 

사례들을 패션필름의 형식과 내용표현을 유형화하여 분석

하였다.

형식에 따른 패션필름의 유형과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  . 

째 영화형은 풍부하고 다양한 내러티브를 배우들의 대사, 

와 연기를 통해 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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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지고 있는 흥미요소와 예술적 요소는 소비자들의 몰

입도를 높인다 둘째 비디오클립형은 짧은 길이 내에서 . , 

위트가 있는 유머러스한 내용이나 화려하고 새로운 촬영

기법과 영상미를 통해 핵심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한다 셋. 

째 만화형은 가상의 세계와 창조된 캐릭터를 통해 애니메, 

이션 형식으로 전개하거나 만화적 기법을 일부 사용하여 

독창적인 스토리와 형식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소비

자들이 새로운 감각적 경험을 하게함으로써 브랜드에 대

한 관심을 유도한다 넷째 뮤직비디오형은 음악을 중심으. , 

로 뮤직비디오 영상에서 볼 수 있는 촬영기법들을 사용하

여 전개되거나 음악을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여 브랜드의 

감성과 이미지를 전달한다.

내용표현에 따른 패션필름의 유형과 특징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직접적 표현형은 컬렉션의 제품을 착용한 모습. , 

이나 제품을 중심으로 스토리가 이어지며 화면에 노출되

는 형식으로 제품의 노출을 통해 직접적인 홍보효과를 높, 

이는 데 유효하며 가장 많이 채택되는 패션필름의 표현스

타일이다 둘째 은유적 표현형은 브랜드나 제품의 품질과 . , 

특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힘든 제품이 가지고 있는 이

미지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은유적 표현에 사용되는 유

형이다 주로 향수 광고에 많이 사용되는데 이는 향기를 . 

이미지화 하여 향기를 상상하거나 향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셋째 다큐멘터. , 

리형은 허구가 아닌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의 형식으로 표

현하는 스타일로 브랜드의 역사와 전통을 전달하여 브랜, 

드 헤리티지를 구축하거나 디자이너의 디자인 철학과 창

의성을 사실적으로 보여주어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보여

주기에 적합하다. 

본 연구는 패션필름을 필름이라는 작품자체의 미학적인   

관점보다는 제작목적인 홍보와 광고의 측면에서 패션필름

의 형식과 내용표현을 유형화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패. 

션 브랜드의 필름제작에 있어 제품의 성격과 필름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얻고자 하는 정확한 목적에 맞는 패션필름

의 유형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패션브랜드들이 제공. 

하는 영상의 수와 종류가 방대하여 본 연구의 범위 내에

서 한정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포괄적으로 

패션필름의 사례를 다루지 못한 연구적 한계를 밝히는 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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